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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13년 시장경제연구백서』를
발간하며

2013

년 대한민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경제 재도약의 포부를 안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대내적으
로는 대선공약 중의 하나인 경제민주화를 둘러 싼 갈등을 경험하였고 한국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창조경

제’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체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 예상되어 시장이 요동치기도 하였습니다. 대내외적 변화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분야
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자유시장경제를 창달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행복해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현안에 적극 대
응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한국경제의 선결과제로 논의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연구원만이 ‘성장’ 없이는 진
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복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복지공약을 모두 실천하
고자 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늘이는 방향으
로 이루어지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세계적 조류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
히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입법이 결국 일자리 창출을 저
해하고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화두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기업가정신’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가정신
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도 수행하여 올바른 통계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사회통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기업의

CSR을 연구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도 활발히 수행하
였습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 게이오 대학, 게이단련, 규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 등 해외 유수 기관, 대학
학회와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년 시장경제백서 발간을 통해 여러 회원사 및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민간 대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백서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태규 연구위원, 김영신 부연구위원, 이진영 부연구위원, 김미애 선임연구원, 전희경 정책팀장, 김수연 연구
원, 강소라 연구원, 김은혜 연구원, 문세희 행정원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4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병일

설립목적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ㆍ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한다.

현실 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ㆍ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직도

원장

사회통합센터

부원장

연구지원실

기획조정실

기업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실

연혁

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능의 확충ㆍ강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경제기술조사센터」(1967년)를 확대ㆍ개편해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설립

「(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 설립 1981. 04
(초대 회장 정주영, 초대 원장 신태환 취임)

1980

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1982. 02
부원장 김진현 취임 (상근부원장제 실시)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4. 11
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종현 취임 1987. 02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 발족 (회장 : 유창순)

1990

부원장 조규하 취임 1987. 10

1990. 02

이사회 개편 (사외이사제도 도입)

1993. 02

제4대 회장 최종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1995. 02

부원장 손병두 취임

1995. 05

본원의 장기발전계획 「KERI Vision 21」
수립 및 CI 제작

1997. 04

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상근원장제 실시)

1998. 09

본원의 「자유기업센터」 → 「(재단법인)자유기업원」
으로 분리 독립

2010. 12

법경제연구실과 기업연구실을 기업연구실로 통합
외교안보연구실 신설

2011. 12

제9대 원장 최병일, 부원장 박대식 취임

2012. 01

연구조정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 기획조정실 내 대외
협력팀 신설, 기존 7실 연구조직을 「기획조정실」,
「기업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
실」, 「연구지원실」, 「홍보팀」, 「대외협력팀」 등의 5실
2팀으로 조직 개편.

2012. 02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심포지엄 개최

2012. 07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8. 02
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1989. 02

제5대 회장 김우중 취임 2000. 01
「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원우회)」 창립총회 개최

2000

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2000. 02
「회원서비스센터」 신설 2001. 04
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2003. 02
「국제경제연구센터」 신설 2003. 03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2004. 02
「규제연구센터」 신설 2004. 10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2005. 04
기존 8센터 3개실의 연구조직을 「경제연구본부」 2005. 07
「기업연구본부」 등 2개 본부 및 「연구조정실」
「연구지원실」 등의 2개실로 개편
「경제교육본부」 신설 2006. 03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2007. 03
제7대 원장 김종석 취임 2007. 04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운영 2007. 06
『규제개혁 종합연구』 발간 2007. 12

2010

경제교육본부 폐지, 연구조정실 내 경제교육팀 신설 2008. 03
사무실 이전(전경련회관 12층 → 하나대투증권 8층) 2008. 12
제8대 원장 김영용 취임 2009. 05
연구지원실 폐지, 연구조정실 내 3팀 체제로 개편 2009. 06
(연구지원팀, 홍보팀, 재무회계팀)
기존 3본부 1실의 연구조직을 「법경제연구실」, 2009. 10
「기업연구실」, 「금융재정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경제교육실」, 「연구조정실」, 「정책기획실」 등의
7실 체제로 개편

기획조정실 내 대외협력팀 폐지,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으로 5실 1센터로 조직 개편

2013.12

사무실 이전 (하나대투증권 8층 → 전경련회관 45층)

임원 및 부서 소개

최병일
학

원장 3771-0005, byc@keri.org

력 Yal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원, FTA 교수연구회 회장,
국제통상협력 연구소장,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방문교수,
APEC통신실무회의 Business Facilitation Steering Group 의장 등 다수
전문분야 국제경제학, 무역정책, 개발의 정치경제학

박대식
학

부원장 3771-0355, dspark@keri.org

력 University of Missouri MBA

주요경력 전경련 국제본부장,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전문분야 국제통상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연구원의 연구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정과 사업실적의 평가를 총괄한다. 또한 대외협력 및 연구 결과의 홍보와
정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성명

직위

전문분야

이태규 실장 / 연구위원

금융경제, 응용계량경제, 거시경제

김혜영 팀장

홍보, 대외협력

김은혜 연구원

국제협력

박보희

기획 및 조정 행정 업무

문세희

발간물 기획 및 출판

기업정책연구실
기업정책연구실은 한국의 산업조직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및 규제에 관하여 in-depth study를 수행하며,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쟁정책,
산업정책, 진입 및 가격규제 등 경제적 규제, 기업가정신, 기업지배구조, 기업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 밖에 기업의
선택과 행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시장제도에 대해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수시로 제시한다.
성명

직위

전문분야

김현종

실장 / 연구위원

기업지배구조, 대규모기업집단 연구, 경쟁정책, 산업조직

황인학

선임연구위원

산업조직론, 신제도경제학, 법경제학, 경쟁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재벌과 경제력집중

이병기

선임연구위원

기업이론·정책연구, 기업투자·기술정책, 기업구조조정·퇴출제도

최원락

연구위원

생산경제학, 환경 및 자원경제학

신석훈

부연구위원

상법, 경제법, 법경제학

정회상

부연구위원

산업조직론

김윤경

부연구위원

현금보유, 기업집단, 다각화

김미애

선임연구원

응용미시

정승영

선임연구원

조세법

송용주

연구원

국제통상, 국제경영

김수연

연구원

상법(회사법), 자본시장법

공공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은 공공의 문제(public affairs)에 대해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효율성
과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며, 주요 연구범위는 재정, 조세, 복지, 환경, 공공선택, 금융 관련 정책 등이다.

성명

직위

전문분야

송원근

실장 / 선임연구위원

국제무역론, 정치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재정학, 응용거시경제학

유진성

연구위원

노동경제, 응용미시/미시계량

황상현

연구위원

재정학, 환경경제학

허원제

연구위원

비교경제, 경제체제 전환, 응용미시/미시계량

김영신

부연구위원

규제, 공공선택, 재정, 응용미시

거시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실은 거시경제 분석과 전망 및 거시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실물경제와 관련된 성장, 투자, 소비, 고
용, 소득분배 및 국제무역 등의 이슈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 원리의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
라 현안과 관련된 정확한 분석과 중장기 전망 및 정책 제언을 정부 및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거시정책연구실의 주요 목표이다.

성명

직위

전문분야

변양규

실장 / 연구위원

거시경제, 노동경제

김창배

연구위원

거시경제 전망 및 모형개발

최남석

부연구위원

경제성장발전, 국제통상투자, 거시경제학

이진영

부연구위원

노동경제

김윤진

연구원

금융경제학, 가치론, 금융공학

김선우

연구원

노동법

강소라

연구원

공공정책, 재정학

사회통합센터
사회통합센터는 우리 사회의 복잡다기한 갈등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 영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방향을 연구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구체적 연구분야로는 기부 행위·기부관련
정책 연구와 기업의 사회공헌 연구,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정부정책 평가, 사회이슈 분석 등이 있으며 사회통합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성명

직위

전문분야

현진권

소장

응용경제학, 공공경제학, 조세정책, 복지정책, 소득분배, 공공부문의 평가, 지하경제, 세무부패

윤상호

연구위원

시제간선택, 공공선택, 종교경제학, 응용미시

전희경

팀장

사회통합, 거버넌스, NGO, 사회적 자산, 기부

연구지원실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 견인하기 위해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연구지원을
주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인사, 회계, 총무, 전산 및 홈페이지 운영, 정보자료 및 회원관리 등을 담당하며, 주 3회 게재하는
KERI 칼럼과 매월 조찬형식으로 진행하는 KERI 포럼을 운영한다. 이밖에 각종 세미나, 연찬회 등을 통해 회원서비스 및 대외 협
력을 수행하고 있다.

성명

전문분야

김영은 (실장 / 선임연구원)

연구지원 총괄, 경제교육, HRD

조돌형

회원관리

박현숙

전산기획 관리

이은주

예산, 감사

황옥상

재무, 회계

김정하

연구지원

양주희

정보자료 관리

김소현

연구지원

2013 Year in Review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Part

Part

1

2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다양한 계층과의 원활한 소통과
기업 사회공헌의 방향을 모색하다
Part

Part

3

4
자유주의 확산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다

창조와 혁신으로
새로운 희망 길(Road)을 열다

Part 1
연구 및 정책제안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강화되는 분배 위주의
정책들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책임의식을
약화시키는 표면적인 것보다 더 큰 위험은
자본축적의 기반을 허무는 것에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소홀히 할 순 없다.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꿈꾸게 하고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열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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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정책제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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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기업가정신이 꽃피는 창조생태계 구현을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 급감하는 일자리 창출력 문제와 더불어 저출
산·고령화 현상은 우리 경제성장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한국경제의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창조경제연구단」을
구성, 제도·정책의 방향성과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 연구내용
‘창조경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진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창조경제의 성공적 구현과 우리 경제

에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게 발현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3가지 구체적인 전략과 방

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가정신을 통한

안을 제시하였다.

창조적 파괴의 선순환을 주장하면서

첫 번째 ‘창의와 혁신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재양성 교육, 연구개발(R&D) 투

창조경제 생태계를 창의와 혁신, 개방

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상, 산·학·연 협력 연구, 정책감사 관련 제도와 정책을 재정

과 융합, 도전과 인정의 세 축으로 구

비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대학 전공의 지나친 세분화를 탈피하여 창의적·통섭적 인재

분하여 구체적인 제도개혁의 방향과

양성, R&D 사업화에 성공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patent box’ 제

대안을 제시하였다.

도 도입, 기술 탈취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등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개방과 융합의 생태계 조성’에서는 각종 진입규제와 함께 정부부처별로
분산된 규제권한, 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규제 시스템을 비롯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새
로운 제품·서비스·산업이 태동하기 어려운 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업종 간
자유로운 진입 허용, 부처별 규제기능 재조정,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규제 개혁이 요청된다.
세 번째 ‘도전과 인정의 생태계 조성’에서는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태펀드의 정부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자발적 유인을 높이
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펀드 운용에 대한 감사가 전체 성과를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또한 이원화된 기업정책 프레임을 과감히 손보는 한편, 창업/신생 및 수
출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 평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창의와 혁신’, ‘개방과 융·복합’, ‘도전
과 인정’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기업의 성장과 도전정신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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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창조경제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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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새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다

한국경제연구원(편)

● 연구배경 및 목적
박근혜 정부의 상당수 정책들은 효과성,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에서 다면적·객관
적 평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기업·노동·조세·복지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리
스크 평가’를 통해 면밀한 분석과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연구내용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되는 기업정책은 크게 ‘경제력집중
규제, 계열사 간 거래규제, 공정거래관련법 제재,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각종 정

로 나눌 수 있다. 각각 중요한 규제현안에 대해 정책동향과 쟁점을 정리, 그 합목적성과

책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였다.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기업·노동·조세·복지에 해당하는 각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제적 임금조정, 강제적 고용확대, 경영권 행

종 정책들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재원

사에 대한 규제’로 구분하여 추진 배경, 현황,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고용창출 및 근로

조달방식, 한계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

자 보호의 균형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평가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 정책들이 고용

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

창출과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 규제를 통해 근로자 보호를 추구하려는 특징을 보이

였다.

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용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다.
복지정책은 각각 비용대비 효과, 목표달성 여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
을지 등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상보육은 양육수당 한정지원,
보육료는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저출산 대책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민기초생
활보장의 급여체계를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급
기준 완화, 급여수준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탈수급 유인을 약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
중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증세방안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되 법인의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
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서도 세무조사에 앞서 성실납세 유도정책을 우선시하고, 조세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주
문했다. 계열사 간 거래 과세는 폐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자본이
득과세의 경우 투자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 평가
기업·노동·복지·조세 분야 정책들이 가진 리스크를 효율성, 지속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매년
수행될 「정책리스크」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과 시행에 일조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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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중견ㆍ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
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정책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다.

● 연구내용
2001~2011년 동안의 고용자 수를 이용한 규모분포 조사결과, 작은 기업들이 작은
기업규모에 분포되어 있는 현상을 밝히고 있으며, 업력구간별로 기업규모 분포를 그린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미친

결과 업력이 증가할수록, 즉 기업나이가 많은 구간으로 옮겨갈수록 왼쪽으로 쏠려 있

영향은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

던 분포가 점차 대칭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정

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

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 간

타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 재

기능 재조정 및 정책금융 추진방향의 재조정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

조정 및 정책금융 추진방향의 재조정

다는 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범위 축소와 함께 중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소기업 지원의 단계적 축소로 정책의 절벽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있다.

의 범위를 축소하되 지원대상을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성장성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
로 구분하는 한편, 현재 복잡다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지원의 절벽현상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자본시장 및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중
견기업에 대한 R&D지원 및 중견기업 국제화를 위한 투자·무역 기초정보 제공 등에 대
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행정부담의 대폭 감축 및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끝으로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
다. 중소기업 부문이 생산성 높은 산업분야로 경영자원을 이동시키는 기업재구축전략,
즉 구조조정 및 첨단설비의 도입 등을 촉진시킨 일본식 산업재생전략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평가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따르는 제약요인을 계량경제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
책금융제도가 기업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제도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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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4.0시대를 선도하는 신정부의 통상정책
신통상정책 구현을 위한 3대 핵심정책과 7개 실천과제를 제안하다

최병일 l 원장
김정수 l 초빙연구위원
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 최남석 l 부연구위원
이경희 l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내수 부진과 생산성 저하, 수출환경 악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는 한국
은 성장 모멘텀 강화를 위해 신통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급변하는 대내외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신정부의 3대 핵심 통상정책 및

7개 주요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 연구내용
신정부의 3대 핵심정책은 첫째,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이며 구체적으로 포괄적·높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경제

은 수준의 FTA 추진, 첨단·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정비, 서비스산업

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활용,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은 수출 모멘

글로벌화 지원 등이 실천과제이다. 둘째는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이며 수출 관련 내

텀의 지속적 확충, 수출과 내수의 연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제고, 경쟁력과 지속경영에 초점을

강화, 경제 전반의 혁신 촉진 등에 초

맞춘 한국형 ISO(KSO)인증제 도입, 일자리 창출형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구체적 실천

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

과제로 제안하였다. 셋째는 ‘서비스산업 빅뱅 촉발형 통상정책’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

해 3대 핵심정책과 7개 실천과제를 제

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시스템 시행, 경제자유구역(FEZ) 내 무규제 의료·교육·

안하였다.

법률·문화 서비스 융복합 투자지구 설립, FEZ 내 영어공용화 실행으로 외국인 정주여
건의 획기적 개선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
한 각각의 액션플랜 중에서 전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7가지 과제는 ① TPP 참
여를 통한 광역 FTA 추진 모멘텀 형성, ②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추진, ③
수출 관련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제고, ④ 서비스산업 빅뱅의
테스트베드로 FEZ 활용, ⑤ 첨단산업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⑥ 글로
벌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이민법 개정, ⑦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화 지원이다.

● 평가
수출 모멘텀의 지속적 확충, 수출과 내수의 연계 강화, 경제 전반의 혁신 촉진 등으
로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3대 핵심과제와 7대 주요 실천과제를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정부가 당면한 통상현안을 평가하
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정부가 TPP 참여를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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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통화정책의 인과관계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및 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및 물가상승에 대한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및 경기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렸다. 이러한 배경
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과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
를 파악해 보았다.

● 연구내용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확장적 통

화폐수요함수의 추정 결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으

화정책은 물가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나 외환위기 이후 실질화폐수요가 실질GDP와 명목 이자율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화폐유통속도 또한 외환위기 이후가 이전 시기

리나라의 실질화폐수요가 안정적이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에

못하면 중앙은행의 통화 및 물가정책

대해서는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실질소득에의 영향을 통해 성장과 변화를 주는 효과

의 영향이 미미해지기 때문에 중앙은

를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의 단기 경기부양

행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

효과는 매우 미약했으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다.

요하다.

반면,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실질GDP 충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단기적인 경기의
변화는 명목이자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의 변동이
통화정책 기조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통화
정책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경제성장 추세가 통화정
책 기조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실질화폐수요의 안정성이라는 전제
하에 예측할 수 있는 경기 진작 및 성장 촉진이라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단기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성장 및 경기부진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결정하고 있
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단기적 성장촉진 효과는 미
미한 반면,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만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 평가
지난 외환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의 단기적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및 성장촉진을 위한 통화정책 기조는 재고되어야 하며,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화정책의
준칙 등에 대해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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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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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정책제안

위안화와 엔화가 한국의 대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 시사점을 제공하다

허찬국 l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은 중국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중
국내에서 다시 가공과정을 거쳐 재수출되는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교역대상국과의 환율을 나타내는 실효환율의 영향을 받을 가능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2012년 이후 크게 절하된 일본 엔화도 대중수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실질 실효환율과 엔화환율을 추가하
여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에 미치는 환

● 연구내용

율효과를 추정하였더니 위안화 절상

통상적인 수출함수 모형에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환

이 對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

율)과 엔화환율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에 미치는 환율효과를 추정하였다.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그 결과, 중국 실질실효환율의 효과가 한·중 환율의 약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실효환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안화 절상은 전체적으로 대중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환율협력 방안을 모색

한국의 중국경유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중국의 환율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함과 동시에 한·중 FTA에서 기업의

또한 일·중 환율의 영향이 한·중 환율의 영향에 비해 약 0.5~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특히 역점을 둘 필

타났는데, 이는 엔저가 오히려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증가요인이며 한국의 대중수출이

요가 있다.

일본의 대중수출과 보완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중국의 중요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중국을 ‘사양(斜陽)’시장으로 보지 말고 시장점유율을 유
지하기 위한 제품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동북아지역의 환율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중국 내 한국 중간재시장 확대를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한다.

● 평가
교역상대국으로서 중요도가 가파르게 높아진 중국에 대한 수출의 특성을 규명함으
로써,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한·중

FTA 등 지역경제협력의 상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양국 간의 교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
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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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 전망과 평가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인의 덕목으로 신의를 강조해왔으므로 선거기간 동
안 발표된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은 설혹 급조해 엉성한 면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근간을 이룰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바람직한 국정운영을 위한 비판적
제언을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전문가 응답조사를 통해 정책공약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내리고 생산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에

● 연구내용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해봄으로써, 선

정책공약 평가기준으로 8대 지표(구체성, 실현가능성, 효율성, 꿈/비전, 반응성, 연

거를 위한 정책공약이 가지기 쉬운 대

계성, 혁신성, 유연성)를 선정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각 지표에 대한 정량적 평

중영합적 성격을 제거하고 국민경제

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거의 모든 공약에서 꿈/비전과 반응성이 높은 평가를 받

전체에 순기능을 하는 정책을 세울 수

고 나머지 기준들은 공약에 따라 긍정과 부정, 엇갈리는 평가를 받았다. 실현가능성은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공약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이 짙었다. 공약 중 정치쇄신과 국민안
전 분야가 가장 좋은 호응을 얻고 교육과 남북관계·외교가 평가 최하위를 차지한 가운
데 경제 및 복지 관련 공약들이 그 사이를 차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정책공약
모두가 꿈/비전, 반응성에서는 긍정 평가를 받았으나 효율성, 실현가능성에서 전반적
으로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경종을 울린다. 장밋빛 선심성 공약은 꿈/비전, 반응
성에서 좋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만 효율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에서는 높은 점수
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전반적으로 효율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유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공약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 평가
선거를 위한 정책공약은 대중영합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공약을 그대로 집
행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 정책공약을
관련 전문가들의 식견에 기초하여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공약에 대한 정량적 평가
와 건설적 제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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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정책제안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비판 - 케인즈 정책의 한계
정부팽창 논리로 사용되는 케인즈식 접근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다

현진권(편) l 사회통합센터 소장

● 연구배경 및 목적
저성장의 고착화와 경기둔화로 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라는 케인즈적 경제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달성하려는 시도
가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승수효과와 구축효과를 통해 재정확대정책과 경기부
양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과연 한국경제에 케인즈식 경제정책이
필요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케인즈식 재정확대정책이 한국에서

● 연구내용

경기부양효과를 발휘하였는가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게 되면, 한국의 재정승수를 고려할 때 그 부

실증연구 결과,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민간활동을 구축하게 된다. 고용 측면에 있어

정부팽창을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

서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 증대는 대부분 정부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때 민간고

다. 재정확대정책보다는 경제자유를

용은 오히려 감축된다.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의 176개국에 대한 패널자

높여 시장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 소

료는 재정확대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 평가
본 연구는 재정확대정책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 아님을 실증적으
로 보여줌으로써, 정부팽창 논리로 사용되는 케인즈식 접근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고령화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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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본질에
기초하여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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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정책제안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대외 입법동향 비교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신석훈 l 부연구위원 정승영 l 선임연구원
김수연 l 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마련되었
다.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하고 경영 지배구조를 획일화하는 방식의 상법개정안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다른 나
라의 입법동향을 참조하여 법 이론적으로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연구내용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임 강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

현재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집행

한은 ‘이사회의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대주주의 이사선임권’을 불합리하게 억제한

임원제도, 집중투표제도 및 전자투표

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감독은 이사회에, 집행은 별도의 집행임원에 맡김으로써 이사

제도의 의무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회 의장과 CEO 겸직을 금지하려는 것은 각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와 일반 이사의 분리선출, 다중대표소

할 경영전략과 ‘리더쉽 구조’를 획일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다중대표

송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은 경

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영지배구조를 획일화시킬 우려가 있으

중대표소송의 도입은 회사법의 근간인 ‘법인격’을 부인(否認)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바,

므로 제고되어야 한다.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모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 판례를 통
해 제한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자투표제도 강제적으
로 의무화하기보다 주주에게 장기적 주식소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연
스럽게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본 상법개정안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 회사가치 상승에 초점이
맞춰진 세계의 회사지배구조 개혁 트렌드와 달리 오히려 단기실적주의 경영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투기자본들에게 악용됨
으로써 다른 주주들과 회사 전체에 이익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 평가
상법개정안의 취지인 지배주주의 권한남용행위 억제는 이미 공정거래법과 상법,
세법, 형법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다. 회사지배 ‘구조’를 다루
는 상법의 경우 개별 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소수주
주와 지배주주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
석함으로써 상법개정안의 철회 또는 재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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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 공정거래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 현상 극복을 모색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2010년 한국의 전과자 수는 약 1,100만 명에 근접하여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이
22% 수준에 육박하고, 각종 행정규제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수단 중 형벌의 비중은
44%에 이른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 할 수 있는 형사처
벌은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매우 높은 행위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한국에서
는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소송대상 행위들에 대한 형벌의 확장이라는 과잉범죄화 경향
이 뚜렷하다. 이에 행정형벌의 과잉성 문제를 법경제학적으로 검토하고, 공정거래법
분야에서의 실증연구를 통해 과잉범죄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함의를 탐구해 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았다.

과자가 양산되고 있어 피해규모와 고
의성을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파악, 법
경제학적 근거에 합당한 범죄경계선

● 연구내용

을 도출했다. 특히 과잉범죄화 위험이

한국에서 과잉범죄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기준

높은 공정거래법 분야 실증분석을 통

으로 법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하면 사회적으로 최적한 범죄경계선을 도출할 수 있다.

해 각종 규제위반 관련 비형벌화 논의

이는 자원의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법집행에 매우 유익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특

의 기초를 마련했다.

히 과잉범죄화 우려가 높은 공정거래법 분야에서의 실증분석은 각종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범죄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평가
한국에 만연한 과잉범죄화 현상이 무분별한 행정규제에 대한 형사범죄화에 원인
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범죄유형에 따른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기준으로
법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최적범죄선을 도출해낸 것은 매우 독창적인 연구성과이
며, 공정거래법분야에서 이를 적용하여 과잉범죄화 양상을 명확히 보여준 정책대안 마
련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PART 1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김일중 l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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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유지배구조의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선진국 기업소유지배구조의 발전형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다

김현종 l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적 선례를 분석하여 국가별로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
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러한 선택이 초래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기업소
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따라서 주주권의 보호제도, 경쟁정책,
조세제도 등 제도적 요인과 노동자 권한 등 정치적 요인에 따라 국가별로 기업소유지
배구조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봤다.

● 연구내용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

역사적 과정과 국가별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주주권 보호제도는 소유구조 분산

향요인 분석 결과, 주주권 보호나 조세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대신 영미 국가처럼 금융기관이 영

제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고 경

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아닌 이상, 소유분산을 위해 정부개입성향의 감소와 자유시

쟁정책과 정치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장원칙의 수용이 더 중요하다.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활성화됨으로써, 투자자들이 금융

밝혀져,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

시장을 신뢰하고 소유분산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서는 경쟁정책 추진, 인위적 구조변

다음으로 경쟁정책을 살펴본 결과, 역사적으로 경쟁법의 존재 유무는 기업의 소유지배

화 배제 및 포퓰리즘 경계가 중요함을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경쟁법의 개념을 적용

알 수 있었다.

하는 경쟁정책이나 시장경쟁구조가 기업소유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로, 조세제도가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하지 않아 다른
요인에 비해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노동자
의 영향력은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직접적
으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됐던 사례나 스웨덴처럼 이사회 구성원은 아니
지만 고용안정성을 정부차원에서 강조했던 사례, 혹은 1960년대 이후 노동자가 강력한
정치력으로 부상했던 캐나다의 사례나 모두 노동자의 영향력과 고용보호정책은 기업
의 소유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했다. ① 급격한 인위적 구조변화의 배제, ② 경쟁정책의 촉진, ③ 주주권 보
호제도보다 정부 영향력의 축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 ④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 제
시된 정책방향은 인위적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장경제기능에
의한 자율적 선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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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甲乙) 프레임’ 기업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이분법적인 甲乙 프레임을 넘어 相生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역설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기업정책들이 구체적으로 ‘甲乙’논쟁으로
이어지면서 갑을 규제해 乙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형식의 기업규제법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갑을 프레임에 갇힌 규제정책들은 ‘상생’을 목표
로 하는 경제민주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분법적인 甲乙 프레임을 상생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 연구내용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정책은 우

기업 간 거래(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당사자를 ‘甲’, 그렇지 못한 거래

월적 지위에 있는 甲을 규제해 그렇지

상대방을 ‘乙’로 규정하며, 甲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여 약자인 乙을 보호해

못한 乙을 보호하겠다는 ‘甲乙 프레임’

야 한다며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

에 갇혀 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는

행위 금지 규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강화, 대리점법 제정 등이 그것

乙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접

이다. 또한 甲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며 乙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갑이 그렇게 행

적인 당사자가 아닌 丙과 丁 등에게도

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며 궁극적으로는 甲의 구조 자체

피해를 줄 수 있다.

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甲’이라는 회사구조 내에서의 ‘지배주주-소수주
주’라는 또 다른 甲乙관계가 문제라는 것이다. ‘甲’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순
환출자 금지, 상법개정이 그것이다.
甲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는 당연히 막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현재 우
리사회에서는 ‘甲乙 프레임’이라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s)’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다. 甲을 규제해 상대적으로 乙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
으로는 乙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甲乙 프레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丙과 丁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甲乙 프레임’으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 문제를 풀기
위한 ‘상생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평가
우리 사회에 던져진 경제민주화 문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
혀 있는 다차 방정식이다. 그러나 현재 이것을 ‘甲乙 프레임’에 기초해 여러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전환하여 풀고 있어 제대로 된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상생’을 위한 경
제민주화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역설’의 문
제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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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l 부연구위원 정회상 l 부연구위원
김수연 l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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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30대 기업집단 통계분석
대기업집단의 성장 및 기여를 보여주는 객관적 통계를 생산하다

황인학 l 선임연구위원 최원락 l 연구위원
김미애 l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30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기업집단과 관련한 통계를 객관적으로 생산하여 기업
집단의 경영성과와 전체 경제에 대한 기여 등 기업집단과 관련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대기업집단의 성장 및 경영성과와 경제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객
관적인 통계의 생산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집단 관
련 정책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01~2012년 사이 30대 기업집단의

● 연구내용

구성과 사업구조 및 소유지배 구조, 경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를 이어온 30대 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와 평균 영위

제기여도와 주요 경영성과에 대한 추

업종 수가 2012년에는 합병 등 구조개편과 비(非)핵심사업 정리에 따라 모두 감소하였

세 분석, 2012년에 초점을 맞춘 횡단면

다. 30대 기업집단은 1대 주력 업종을 더욱 공고화하는 전문화와 더불어 미래 신성장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분석결과를 정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모색 전략을 함께 펼치고 있으며, 비관련 다각화보다는 관련

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각화 위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0대 기업집단의 수익
성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의 고용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4대 기업집단군의 고용비중이 30대 기업집단 전체 고용의 52%를
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에서 최상위 그룹인 삼성그룹과 현대기아차그룹을 제외한 경
제기여와 4대 그룹 모두를 제외한 경제기여를 별도로 산출한 결과, 매출의 경제기여는

2대 기업집단을 제외하면 12.0%, 4대 기업집단을 제외하면 19.9% 감소한다. 30대 기업
집단 내 각 그룹들을 모집단으로 자산과 매출에 대한 허핀달지수를 산출한 결과, 피상
적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30대 기업집단 내 그룹 간의 경쟁도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
다.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이 30대 기업집단 전체에 비
하여 뚜렷하게 높았다.

● 평가
과거 10여 년 동안 단절되었던 대기업집단의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에 관한 기존 연
구의 연속성에 기여하였다. 부가가치에 대한 분석이 기초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수행되
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과거의 연구와 비교하여 시계열 분석을 강화하고 대기업
집단의 사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업종특화율 및 다각화지수 분석을 추가한 점 등에서
과거의 연구와는 차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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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국민의 기업관·경제관을 파악, 경영전략과 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반기업·반시장 정서가 높다. 이러한 국민정서는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 국민의 기업관·경제관의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국민적 EIQ 개선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의 68%에서 63%로 소폭 하락한 반면, 기업가에 대한 호

반기업정서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감도는 전년의 73%에서 51%로 대폭 하락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긍정평가비율

2012년에는 특히 기업인에 대한 호감

이 높고 30대에서 가장 낮으며, 사회·정치·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계층일수록 기

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시장원리와 경

업 및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제현상에 대한 오해도 존재했다. 기업

의 반기업정서 수위에 대해서는 선거의 영향을 받았던 전년에 비해 12%p 개선되었다.

과 정부는 원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또한 기업의 이윤은 주주보다는 종업원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기업

모색하는 한편, 계층 간 인식의 차이를

을 한다면 종업원 복지보다는 소비자 복지와 이윤창출을 중시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감안해 경영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필

그리고 도전과 모험을 수반하는 창업·자영업보다는 공무원 등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요가 있다.

경향이 높았으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우리나라 문화를 잘 반영한
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기업 간 경쟁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
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기업의 수가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등 일부 시
장과정과 경제현상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부분도 나타났다.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용어를 들어 알고 있으나 과반수가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경제민주화 내용을 안다는 응답자 중 과반이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민주화
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높다는 의견
이 많았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 평가
국민인식 조사는 대개의 경우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시계
열적 분석과 국가 간 비교분석을 염두에 두고 조사문항을 구성, 조사·분석하였다는 점
에서 차별화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시안적 포퓰리즘에 기반한 경제활동 규제가 사회
문제로 증폭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정치인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밝힌 것
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계열 자료가 좀 더 축적되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
석과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PART 1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황인학 l 선임연구위원 송용주 l 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연구 및 정책제안

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용어에 대한 가치중립적 대체용어를 제시하다

현진권(편) l 사회통합센터 소장

● 연구배경 및 목적
사상은 말로서 표현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형성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는 한국사회의 기본 틀을 이루는 사상으로, 이를 설명하는 용어가 바르고 정확
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의도적으로 혹은 부주의함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특
히 시장경제와 관련된 용어들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 폐해는 반시장주의의
확산과 국가개입에 대한 그릇된 호감으로 나타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시장경
제에 대한 용어부터 가치중립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설명하는 많
은 용어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
어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철학·경제학

● 연구내용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용어를 철학적, 경제학적 측면에서 검
토하고 이를 가치중립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대체용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적 부분으로 나누어 가장 시급하고 널
리 알려야 할 용어들을 정리하고 새로
운 용어를 제안했다.

종전 명칭

변경 제안

종전 명칭

변경 제안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장점유율

소비자선택율

약육강식 자본주의

조화 자본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소비자선택 사업자

정글자본주의

상생경제

시장지배자

소비자선택자

과당경쟁

시장경쟁

급진적 자유주의
(libertarianism)

순수자유주의

승자독식자본주의

소비자선택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laissez faire)

불간섭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공헌

사적 소유

개인적 소유

보호무역주의

무역규제주의

사적 이익

개인적 이익

낙수효과

소득창출효과

사기업

민간기업

재벌

대기업집단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 평가
시장경제의 본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용어를 당연시하게 되면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힘들고 결국 정부개입이 옹호되고 복지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사상에 대한 바른 인식과 확산에 있어 용어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시장
경제 용어에 대한 가치중립적 대체용어를 제시함으로써 독창적인 방법으로 시장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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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을 위한
세제와 복지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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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상속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다

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
황상현 l 연구위원
김영신 l 부연구위원

유진성 l 연구위원
허원제 l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기업활동
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의 국가들에서
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예를 통해 상
속·증여세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

미국은 100여 년간 전쟁비용 충당 등의 일시적인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상속·증여

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 왔다. 2010년까지 연방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축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하였으나 최근 재정적자로 인하여 상속세가 2011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방향으로 정책

맞추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를 완

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역사적 상속·증여세제 변천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상속

화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세를 통한 일시적 세수 확보 목적 달성 후 이에 대한 폐지가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는 사망 시 자본이득세의 도입,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의
낮은 수입비중, 연방과 지방의 이중부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속·증여
세를 폐지하였으며, 정부차원의 상속·증여세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85년 퀘벡주
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대부분의 주에서 상속세 제도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며 다른 주로의 인력이동을 가속화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여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상속
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의 상속세는 많은 자산이
기업에 매몰되어 있는 가족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2005년 상속세의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을 크게 감소시켜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지고 기업의 경
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이후 가계의 순저축률이 증가하여 스웨덴 경제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평가
우리나라도 낮은 세수, 높은 과세비용 및 행정비용, 투자 등 기업활동 제약 등을 고
려하면 상속·증여세의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폐지 및 완화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의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고, 장기적
으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034

035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세법개정안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유진성 l 연구위원
허원제 l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2013년도 세법개정안은 복지비용 재원 마련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비과세 및 감
면 정비와 그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 조세부담
증가에 대한 복지정책, 소득세 과세, 비과세 감면정비, 고용률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신설, 창조경제 기반구축 등 전반적인 세법개정안
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3년도 세법개정안은 복지재원 마

● 연구내용

련 및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재원을 조세로 전가할 경우,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연

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고소

평균 47.8만 원 증가해야 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국민 1인당 연평균 조세부담

득층의 소득세 및 대기업의 법인세 부

액은 5.7만 원 증가에 그쳐 세출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한다

담을 증대시키는 효과만 나타날 것으

고 해도 개정안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의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 또한 소득세제는

로 전망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바람직하며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효율 제고
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감면의 조정은 그로
인한 법인세 부담의 증대가 예상되며,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현행 법인세 부담
증대는 기업의 투자, 고용을 위축시키고 성장 둔화를 초래하여 중장기적으로 세수 감
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현
행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며 최저한세율을 단
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은 재원마련에 대한 불투명
한 계획과, 부정수급 유인을 억제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
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개정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이의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
요할 것이다.

● 평가
저성장 국면 탈출과 경쟁력 있는 미래 한국경제를 위해 창조경제의 기치를 내건 박
근혜 정부가 제시한 2013년도 세법개정안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PART 1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
황상현 l 연구위원
김영신 l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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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향을 이야기하다

설 윤 l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상현 l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누진도가 상당히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그
리고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소
득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연구내용
실증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가

2012년 기준으로 현행 소득세제는 누

역U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율과 소득재분배 효과 변

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아 소득재분배

화율로 살펴본 상관관계는 음(-)의 관계를 보여 이러한 역U자 형태의 결과를 지지하고

효과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있다. 이는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증가하다가 소득재분

이런 상황에서 형평과세 실현을 위한

배 효과가 최고치에 달하는 시점 이후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는

고소득층 증세정책은 누진도를 현재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012년 현재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보다 더욱 높여, 부정적 경제효과를 초

는 역U자형 상관관계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래할 수도 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소득층 증세정책 등은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현재보다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이 기대치 않은
부정적 경제효과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현행 소득세제는 그 원인이 고소득층의 낮
은 세부담이 아니라 전 소득계층에 걸친 과도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소득세제가 세
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득세의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 방향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가 우
선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에 있을 것이다.

● 평가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소득세제의 누진
도가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커질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오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이를 통해 고소득층 증세 등으로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것은 소득재분
배 효과를 제고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제 관련 정책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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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부담 평가ㆍ분석 모형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영향을 분석하다

유진성 l 연구위원
김영신 l 부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경계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
라 조세제도 및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세부담 평가·분석 모형(evaluation &

analysis model of personal tax burden)’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생 동안 경
험하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더불어 직면하는 각종 세제별 세부담 수준을 제시한다.

● 연구내용
이 모형은 개인이 부담하는 세제와 재

소득활동, 주택·자동차·기타 내구재 구입 및 일반적 소비활동, 증여 및 상속 등 개

정패널 데이터의 결합으로 구축되어,

인의 경제활동 각 영역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세제(개인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

개인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각종 세제

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체계 내 각 세목에 대해 개인의 최종 부담 여부에 따라

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보여준다. 조세

‘개인세제 지도(地圖)’를 작성한다. 그리고 2010년도 개인세제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평

면서 각 개인은 소득활동, 주택·자동차·기타 내구재 구입 및 일반적 소비 활동, 증여

가·분석하는 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및 상속 등 경제활동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면, 개인이 직면하는 각종 세제에 대한 세

기대된다.

부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개인의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micro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우리나라의 4차년도 재정패널조사(2011년)를 활
용한다. 이러한 2010년도 개인세제와 2010년 기준 개인의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포함
하는 재정패널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 세부담을 산출해내는 모형을 개발한다. 구체적
으로는 MatLab을 사용하여 2010년도 개인세제에 해당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25개 세목(법인세, 소득세 중 퇴직소득세, 관세, 면허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제외)에 대
해 각 과세체계를 프로그래밍하고,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및 소비 등 개인
의 경제활동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개인 세부담을 계산한다.

● 평가
본 모형은 개인이 직면하는 각종 세제의 구체적 내용을 기초로 하여 micro 데이터
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수준(individual level)에서 세부담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보다 넓힐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제를 총망라하여 개인 세부담을 계산하고 종합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년 정부에서 발표되는 세법개정안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권의 복지재원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조세정책이 개인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분석할 수 있어 추후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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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l 연구위원
허원제 l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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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정책제안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복지정책의 규모와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시하다

조경엽 l 연구위원 유진성 l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대내외 환경 변화와 현 정부의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정확히 추정하고 정책
의 효과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복지정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소요비용
을 추정하고 정책적 효과를 평가해 보았다.

● 연구내용
복지정책 비용의 증가, 추가 재원 마련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복지정책에

104조 원에 달하고,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7조 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새누리당이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대선 복지관련 소요재원 73.6조 원(복지 관련 총선지출까지 포함

명확히 설정하고 복지 확대의 범위와

시 93.7조 원)에 비해 30~83조 원(간접비용 포함) 큰 규모다.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모두 실행될 경우 지니계수는 연평균 5.68% 감소하여 지니계수 0.3156을 기준으로
할 경우 0.2977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주요 복지정책이 고용과 GDP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복지정책의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는 연평균 -2.19%에 달하는 한편 GDP에 대한 누적효과는 연평균 -0.95%에 이
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복지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
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경제규
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전형적인 하향평준화의 길로 갈 가능
성이 높아 보인다. 성장과 분배를 조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복지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서는 세부 복지항목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의성을 따져
완급을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
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규모와 속도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평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비용을 추정하고, 추정된 비용을 바탕으로 세부 복지정책을 소득
분배와 GDP 및 고용측면에서 평가하며,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
시하여 향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여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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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복지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가 처한 복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존재 이유 및 역할,
보수와 진보 간 복지정책에 대한 이념논쟁, 조세와 복지의 중첩 문제 등에 대해 고찰하
고 복지재원 확보방안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검토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대
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연구내용
정부의 역할은 복지정책의 추구 이전에 사회제도와 기본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국

당면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 각자가 자신이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경제적 과실을 향유하고, 만족하며 보람을 갖는

시장친화적 복지로의 발상 전환, 실현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복지정책 관련 논쟁의 핵심은

가능한 재원조달 방법의 검토 및 우선

이념의 차이에 따른 정책대립이기 때문에 과학적 논의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순위 설정, 투자활성화, 총량적 재정규

이보다는 서구에서 전개된 이념들을 좀 더 진지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조세·복지의

율제도의 도입, 정치 지도력 발휘 및

중첩은 행정비용 및 협력비용, 고세율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개혁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사회적 비용, 정치적 비용, 투명성에 관한 비용 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조세·복지 중첩
의 근본적 제거는 조세·복지 맞교환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현재 14개 세목의 국세와 11개 세목의 지방세로 도합 무려 25개의 세목으로 매우 복잡
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조세체제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원평율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세제는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거래과
세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하고,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률세액 방식으로의 지방세제 개편, 사회의 도덕성 재
건과 세제 및 금융정책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책적 과제와 성찰로는 시장친화적 복지로의 발상 전환, 실현가능한 재원조달 방법의
면밀한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 최대 복지인 일자리 창출의 선결과제인 투자활성화, 총
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 초당적 국정운영, 그리고 정치지도력 발휘 및 정치개혁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평가
복지정책 및 재정정책의 방향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어 좋
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정책수립자, 정부의 재정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들
에게 유익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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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적 연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모색하다

이영환 l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공공복지 재정과 서비스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의 효과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효
율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법·제도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 연구내용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첫째는 관련 부서의 업무분장 개선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내부의 연계성 및 주민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업무분장 개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읍면동 복지담당이 기존의 신청접수,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 공적

사례관리 강화, 민관의 연계성 확보,

자료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자산조사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추가적인 작업이

있다. 다만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 읍면동의 여건을 고려할 때 신규충원 및 내부조정 등

필요하다.

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는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저소득 위기계층의 복지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하여 시군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수급대상자와의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단위에도 사례관리 담당직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셋째는 민관의 연계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체감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업무 수행평가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복지전달체계의 구성방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
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의 재정의, 복지전달체계의 지원, 상·하위기관 사이
의 업무 전달성 명확화, 수요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포괄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
관 간 인력재배치에 따른 업무파악 및 연계성 확보,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 등을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평가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9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개인
별 급여·서비스 이력 통합관리, 공무원의 횡령방지,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나
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종합대책 이후 나타난 복지전달체
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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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
복지예산의 낭비 없는 효율적 집행 필요성을 지적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복지란 용어는 감성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매력적인 정치상품이다. 2013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복지 확대경쟁의 양상이 나타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
지’간의 논쟁도 심화되었다. 과거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적고 예산배분도 적었을 때에는
복지예산규모를 통해 복지정책의 발향을 설정하는 접근법을 취했으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오늘날에는 이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복지지
출이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모색이 필요하다.

‘보편’과 ‘선별’이라는 일률적 기준만으

● 연구내용

로는 이질적 요소들이 포함된 복지정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의 이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 효과’에서는 정책입안

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다. 이제 늘

에 있어 경제행위자들의 태도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어난 복지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

1998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는 수혜대상자인 60세 이상 여성들의 이혼결정

이고 낭비 없이 집행할 수 있는가에

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했음을 볼 수 있다.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

대한 미시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관심

리체계 구축의 정책적 함의’에서는 복지수혜의 중복문제를 제시하며 정부에서 구축하

이 필요하다.

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액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의 비용효과분석: 인력 및 지사운영 개편을 중
심으로’에서는 복지예산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문제를 진단했
다. 사회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기관들의 업무 중복성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
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재정안
정화와의 관계 검토: 상호보완인가 영원한 상충인가?’에서는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생활
보장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제도를 평가한다. 현실에 부응하는 복지정책 수립
에 있어서는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살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해당 연구는 국민연
금이 노인층 빈곤대처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충당되어야 할
일반재원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 평가
정치적 영역, 거시적 담론의 영역에 있던 복지정책에 대해 경제학적, 미시적 접근
을 모색했다. 특히 총체적 복지예산 규모만을 중심으로 한 접근, 전년도 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에 천착한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복지지출의 낭비와 비효율 차단, 행정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 복지정책 수립시 여러 다른 제도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
는 이유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PART 1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현진권(편) l 사회통합센터 소장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연구 및 정책제안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비, 선제적 대처방안을 강조하다

허원제 l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복지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신중한 복지확대 정책과 복지공약 실현 비용의
감축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에 ① 사회복지비 증가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심화
의 주요 원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② 명확한 항목별 재원배분 기준 마련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선별적인 복지지출 정책이 시행

● 연구내용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총 복지비용 증대가 재정부담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

분권 확립과 엄격한 중앙재원 의존도

을 통해 밝히고, 선별적 복지정책의 시행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노동비 관련 복지지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절해나가는 선별적 정책
시행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단행하기 위해 지방재정
분권의 확립이 근본적인 요건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결정 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높은 중앙재원 의존도를 가진 지
방정부에 대해 엄격한 재정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함으로써 연성예산제약 개선이 시급
함을 강조하고 있다.

● 평가
현재 세입(歲入) 대비 중앙재원 의존 비중이 50%에 육박하거나 이미 넘어서버린
시·도·군·구(2011년 기준 237개)의 재정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옥죄
어올 향후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042

043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 개인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

김영신 l 부연구위원 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그리고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
에 문제가 있다. 동일한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도 재정건전성 문제로 인해 매년 건강
보험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두 제도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보험 지출 증가에 대해 분석
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정치적 상보

● 연구내용

관계로 인해 일반적 재정추계보다 각

국민연금의 주요 수급자는 노년층이고 건강보험 급여지출도 상당부분이 노년층에

각의 급여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을 분

집중되어 있으므로 고령화가 지속되는 인구구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

석했다. 두 제도의 장기재정건전성을

출은 정치적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간의 정치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의 책

적 상보성(political complements)이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건전성을 더욱 취약하게 할

임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지출의

이 필요하다.

증가로 기대수명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국민연금 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게 됨으로써
건강보험지출의 추가적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가중
될 수 있음을 보인다. 특히 노년층은 복지제도의 확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정
치권에서 이용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지출 증가는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정부가 단일보험자로서 공단 운영 및 관리
를 독점하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 비용절약의 유인이 약하며 시장의 경쟁을 통해 나타
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 평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장기재정건전성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정치적 이용가능성
을 지적하고, 국민연금의 명목확정기여방식과 의료저축계좌 도입 등 건강보험체계를
다원화하는 개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PART 1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사회보험 지출 증가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다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연구 및 정책제안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보육정책의 정치적 흐름을 합리성 측면에서 살펴보다

현진권(편) l 사회통합센터 소장

●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보육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프레임과 닿아 있다. 보편적 보육은 감성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지만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반면 선별적 보육은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하지만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육정책의 해법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보육정책의 방향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강해 더욱 그렇다. 본 연
구는 강한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었던 보육정책 논의의 흐름을 합리성의 측면에서 살펴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보육이슈

보고 올바른 보육정책의 길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와 무상보육의 정책기조는 정부의 역
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 획일적

● 연구내용

인 보육의 질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은 과거 10년여 동안 매우 빠르게 증가해왔고 향후에도

높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을 타고 무분별적으로 정

는 정치적 고려에 기인한 바 크다. 따

부예산을 확대하면 반드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보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

라서 보육정책은 작은 정부와 시장의

제한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는 없다. 우리의 보육정책

역할이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

방향을 보면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시장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매

로 가야 한다.

우 약했다. 보육정책의 방향이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맞춰져 있다 보니 재원 투입에 비해 만족도도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보육
정책을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결국 합리적 보육정책의 방향은
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보육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평가
보육을 뒷받침하는 강한 공공성 논리 토대로는 보육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전개하
기가 어렵다. 보육은 중요하므로 재원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는 감성적 호소력을 갖지만 결국 예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
다. 보육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보육, 복지, 교육의 중심 주제로 다루어져 경제학적 접
근이 개입될 여지가 적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 즉 시장
의 기능을 살리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접점을 찾아내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Part 2
현안정책 대응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이 이루어내야 하는
창조경제는 슘페터가 꿰뚫어 본 시장경제
발전의 요체인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통해
무역주도형 경제에서 무역과 내수가 동시에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로 전환하면서
‘성장–일자리–복지가’ 연계되는 확대선순환
경제의 정착일 것이다.
이런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현되도록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출발선에 다시 선 지금, 창조적 기업가정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가자.

1

불합리한 경제민주화
압력에 대응하고
규제 개선을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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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과잉규제와 위헌 가능성 등 그 정책방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다

김미애 l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격성 심사 강화는 과잉규제와 위헌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정안의 원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에 대
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

최근 논의되는 금산분리 규제 개정안은 대주주의 준법성과 적격성 요건을 추가한

는 금산분리규제 개정안은 심사대상

주기적인 대주주 자격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

이 모호하고 위헌 가능성과 과잉규제

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심사의 효율

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지분 강제매각규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건전한 경영을 통한 부실 방지’라는

위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오히려 금융회사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경영 건정성을 통한 부실 방지라는 원 취지보다는 경제 전체의 비용이 증가하고 국내

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성장 저해, 적대적인 외국 자본에 의한 노출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안의 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
사에 대한 정확한 차이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주주
의 자격요건 범위와 현행 법 기준에 내재된 문제점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 평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가 가지고 있는 심사대상의 모호성, 위헌가능성 및 과잉
규제 등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여 규제 방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재고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향후 법안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
반을 제공하였다.

PART 2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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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사전적 출자규제보다는 자율적 감시기능의 활성화를 주장하다

이우성 l 한국기술교육대학교
MOT 대학원 겸임교수

● 연구배경 및 목적
순환출자규제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소유권 대비 의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순환출자규제를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그 보편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순환출자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출자규제 관련 정책방향을 이끌어내고
자 한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 연구내용

것은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국

순환출자와 같이 기업집단에서 의결권을 강화하는 수단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

제적인 현황과 맞지 않다고 할 수 있

재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그 수단이 활용가능하다. 특히,

으므로, 시장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추

피라미드 출자와 상호출자 등은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며 순환출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

어 선진화된 금융시장 기능을 육성하

제나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을 해치는 순환출자는 우

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지분 대비 지배권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순환출자 등을 직접적으로 규
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상호출자에 대하여 강력한 출제규제가 존재하기 때
문에 대기업집단 정책은 시장경쟁 촉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사전적 출자규제보다는 금융시장의 선진화된 자율적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

● 평가
순환출자규제의 실효성을 여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고 규제의 문제점
을 지적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향후 대기업 순환출자규제가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050

051

최근 금산분리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
획일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금산분리 강화 입법안을 비판하다

김미애 l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없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
다. 본 연구는 입법안이 지닌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기업경쟁력 확보와 금융산
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최근의 금산분리 관련 입법안은 기업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전개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강화정책 입법안의 주요 내용

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되며 이중규제

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 축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

도입 의무화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한도를 축소하는

오므로, 원래의 입법취지와 글로벌 금

것은 이중규제로 기업 경영활동에 지나친 제약이며 경영권 약화로 적대적 M&A에 노출

융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금산

될 위험이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의 소유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또한 산업자본의 글

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중간금융
지주 회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는다는 이유
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도입을 의무화하더라도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 법안의 금산분리 강화는 원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
며 이중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 평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입법안의 문
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국내 기업과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PART 2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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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계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
- 동양사태를 계기로 한 부적절한 금산분리 강화 주장 비판

금산분리규제 수준과 방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다

김미애 l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동양사태를 이유로 의결권 제한 수위를 높이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강화하는 금산분리 강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규제의 비효율성 및 문제
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제기된
규제강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적절한 규제 수준 및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
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금산분리 강화 논의는 규제의 실효성

● 연구내용

이 떨어지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동양사태를 계기로 논의되는 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와 금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

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로 대표된다. 그러나 이는 불완전판매행위와 투자자의 위험추구

작용을 가져온다. 규제의 질적 후퇴 방

행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동양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부업체

지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는 또한 엄밀하게 금산결합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금산결합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

규제의 수준과 방법을 정해야 할 필요

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가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확대적용하는 것은 ‘신금융
연좌제’라는 비판과 함께 과잉규제로 경영권 위축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계
열사의 의결권 허용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은 도입 취지와 맞지 않으며, 적대적 M&A에
노출되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게 되고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며, 이중규제라는 법리
적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동양사태와 금산결합규제 간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조건 규제 강화
를 추진하기보다는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논의되는 방안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
토하여 규제의 목적과 적절성 및 규제 수준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 평가
동양사태 문제와 금산결합규제 사이의 미비한 연관성을 지적하고 규제방안의 실
효성 점검과 기업활동 위축 및 경제활성화 저해 등의 부작용을 검토하여 금산분리가
소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산분리규제 수준 및 방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기에 의미가 있다.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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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계열화된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금지되어야 할 행위인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경제적 부작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이 문제가 되면서 내부거래를 통
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규제범위가 과도하게 확대 설정된 개정안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비효율
성을 검토하고 향후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신중한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 연구내용

안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수직계열

현재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거래비용을 줄여 효율적인 기업의 업무처리

화된 계열회사 내의 거래까지 금지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집단 내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제의 활력을 저

능성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해하지 않으면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업이 제조경쟁력의 원천인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택

기여할 수 있는 규제를 신중하게 입법

하는 것은 기업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며 이는 한국적 경영지형에 가장 적합하여 경제

해야 한다.

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직계열화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규제 입법을 도입하게 되면 국내기업의 경쟁우위의 주요한 원천인 효율적인
수직계열화된 기업 내 거래를 금지할 수 있어 타국과의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
생한다. 또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추가적인 거래비용의 증가를 부담하게 되고 결국
기업 경쟁력 악화와 고용감소, 국내 경제의 효율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감몰아주
기 규제의 목적을 수직계열화 금지가 아닌 기업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제 활성화에 두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평가
본 연구는 기업 간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 경제적 부작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현행 법제와 정합성을 유지하여 신중한 입법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PART 2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최승재 l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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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관련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지주회사 규제 개혁을 촉구하다

이병기 l 선임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2 제4항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만 증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살펴
보고, 현행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내용
외국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관련 규

최근 지주회사 규제제도 중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

제와 함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속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

규제는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우선적

으나 예외적으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예외규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하여

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증손회사를 설립하려 해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는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없는 규제로서, 신규 사업 진출을 억
제하고 M&A를 통한 사업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외국인직접투자 확보를
통한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많은 비
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매우 낮고 또 우리
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규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관련 규제와 함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는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공정거래법의 예외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가
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
지주회사 규제로 인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합작투자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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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방안
국민건강, 환경보호,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現 화평법(現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등록비용을 증가시키
며, 특히 국내 화학산업의 대부분(95%)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더 큰 경제적 부
담을 줄 수 있다. 국민의 건강, 환경보호,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룩
하기 위해서 現 화평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내용
기업의 등록비용을 증가시키고, 특히

現 화평법은 일부 강력한 규제 조항 때문에 기업의 등록비용을 증가시켜 대기업뿐

국내 화학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1톤 미만 소량물질 및 연구용 화

중소기업들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줄

학물질 면제조항을 삭제하여 등록대상물질 증가로 기업의 등록비용을 증가시키고 신

수 있는 現 화평법을 개정하고, 하위

물질 및 신제품 개발 연구를 어렵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뿐만

법령 제정 시 산업계와 민간단체의 의

아니라 정보제공 의무 때문에 기업은 영업비밀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최악의 경우 원

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료 납품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 환경보호, 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서 現 화평법 개정과 하위법령 제정 시 산업계와 민
간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화평법 대응 공동기업지원단(가칭)”
을 설립하여 기업이 화평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교육, 대체물질 개발 및

GLP 시험기관 확충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평가
現 화평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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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웅 l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장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현안정책 대응

규제 수단으로서의 증여세 활용과 문제점
-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을 중심으로

무리한 과세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정승영 l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경제민주화 정책 법제 반영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해당 과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가 이루
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다시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하고, 향후 바람직한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

● 연구내용

세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없음에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로 경영의 독립성 훼손

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과 증여세

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특히 (준)시장형 공기업

과세 조항의 계산 방식 등에서 여러 가

의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과 지나치게 통제된 공공요금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부채가

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발생했음을 분석했다. 공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및 기존 진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항

행사업에 대한 투자 부족액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의 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은 조속하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되므로 이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 부채를 정부부채로 포함하거나 부실 공기업
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 평가
본 연구는 신중한 검토 없이 사회적인 여론에 편승하여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없이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였
다. 이는 차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비합리성을 인식하고 입법 개
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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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론에 편승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다

최준선 l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구배경 및 목적
등 기업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 배
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대하여 배임죄를 적용하는 데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배임죄를 경영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배임죄는 1) 행위주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2) 규제 대상인 임무위배

자의적 남용의 우려 등 문제가 상당하

행위가 상당히 추상적이며, 3) 현실적인 손해발생을 넘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

다. 미국, 독일과 같이 상법상 경영판

우(危殆犯) 4) 미수범의 경우 및 5) 목적범이 아닌 미필적 고의만으로 처벌하는 등 독일

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특별배임죄

과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불명확한 배임

조항에 경영판단에 대한 가벌성을 제

죄를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다. 업무상 배

외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입법적 개선

임에 대하여 자의적인 판단 여지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에 대한 형사적 개입

이 요청된다.

은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한다. 이에 주로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상 특
별배임죄 규정(상법 제622조)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즉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독일주식법 제93조 제1항과 유사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제622조 단서에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으로써 배임죄 적용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가
본 연구는 신중한 검토 없이 경제민주화 여론에 편승하여 기업인의 배임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인의 배임죄 처벌에 대한 합리적 타당
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항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PART 2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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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계열 선정기준 확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확대에 우려를 표하다

김미애 l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강
화하는 방안이 전개되고 있으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
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책 개선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의 성장
성 확보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올해 논의된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확

금융권 부채규모를 하향조정하고 시장성 차입금까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대’ 발표는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규제

한다는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의 확대는 위험관리 강화의 효과보다는 기업이 재무전략

가 될 수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에 부

을 선택하는 데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시장성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경

에도 위험성부채 증가로 취급되어 위험성 부채규모가 과대계상되고, 기업이 불필요한

제 활성화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재무구조조정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의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

로써 금융시장의 긍정적 역할을 규제

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이 아시아 금융시장과 비교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성장성 제고를 위해서 규제를 통한 금융시장의 순기
능을 해치지 않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직접금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바
람직한 정책방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평가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여 금융시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강
화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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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의결권 조항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1주 1의결권의 당위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다

김수연 l 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폐쇄기업의 IPO를 활성화하고 자금조달
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의결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에 1주 1의결권 제도의 연혁, 다른 나라 의결권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
라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강행법규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회사법상 강행법규로 운용

● 연구내용

되고 있는 1주 1의결권 조항(제369조

의결권제도는 과거 1인 1의결권에서 최근 복수의결권까지 경제적 요청에 따라 변

제1항)은 기업경영상의 필요와 투자자

용되었던 바, 1주 1의결권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연혁적 근거는 상당히 빈약하다. 비교

의 선택권 측면에서 보다 유연하게 적

법적으로도 포드, 구글, 버크셔헤더웨이, 로레알, LVMH 등 미국, 프랑스, 스웨덴을 비

용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롯한 세계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1주 1의결권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복수의결권
주식 등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회사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최근 상법개정·회사법제정을 통해 단원주 제도 및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도입하여 사
실상 1주 1의결권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투표(empty voting)
와 같이 주식이 보유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을 분리하는 금융기법의 등장은 1주 1의
결권의 강행법규성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가 - 국민’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제도상의 투표권과는 달리 ‘회사 - 주주’간
은 이윤 최대화를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관계이다. 창조경제가 화두인 현 시점에서 1주

1의결권을 도그마처럼 이해하기보다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와 투자자의 선택권 측면에
서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
도그마처럼 이해되고 있었던 1주 1의결권의 당위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를 제기함으로써 기존 1주 1의결권 원칙의 임의규정화 내지 폭넓은 의결권 종류 주식
의 도입이라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PART 2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우리나라의 회사법은 제369조 제1항을 통해 1주 1의결권 조항을 강행법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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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
과도한 의원입법이 무분별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음을 지적하다

최병일 l 원장
김현종 l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16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안 및 가결안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원입법 법
률은 규제를 신설·강화시키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의원발의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대
안이 가결되는 비중이 높아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의원입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연구내용
최근의 의원입법 현황은 국제적으로

국회를 통한 규제의 과잉입법 현상 원인이 입법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어 정

혹은 역사적으로 비교할 때 과도한 수

부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과정 부족으

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 없

로 인해 의원입법은 정부규제 강화의 우회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국의 경우

는 의원입법은 규제를 양산시키는 과

실질적 사전심사 및 엄중한 검증절차로 의원입법의 발의안 수가 저조하거나 가결 비율

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제입법 시 규

이 현저히 낮다. 의원입법절차에 규제신설 및 강화 법률안 발의 시 규제영향평가분석

제영향평가서 첨부 의무화와 규제일

서의 첨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사전심사과정은 아니지만 의원안 발의 시 신중성을 높

몰제를 제안하고 있다.

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대안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
서도 정부규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여 의원입법이 회피수단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가적 개선과제로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서 첨부 및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조
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평가
규제영향평가분석서 첨부 의무화는 사전심사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규
제일몰제는 정부규제입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
한 이러한 개선방안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국회의 입법권을 과잉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규제의 과잉도입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평가된다.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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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입법개선 방향을 모색하다

정승영 l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세제의 복잡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조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제를 자본이득
세제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단순화된
세법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토대를 두고 입법 개선방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납세의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 또는 증여자 입장에서 볼 때, 자산의 취득가

자들이 부담하는 조세액과 납세협력

액에 대해 과세됨에 따른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그러므

업 자산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차별과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기업경영에 장애를 일으키

로 ‘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 특히 단

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증여로 ‘의제’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

기적으로는 ‘기업승계세제’를 마련하

세법 조항을 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증여세법을 징벌적 기능을 가

여 사업자산이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

진 법률로 인식하여 세법 본연의 기능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제를 자본이득세제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사망’ 또는 ‘증여’ 당시를 자산의 실현시점으로 삼아 유
상거래에 대한 과세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지만, 호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산의 취
득가액을 상속인이 승계하고, 차후에 상속인이 자산을 실제 실현시킨 시점에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호주의 경우와 같이 상속·증여세제를 자본이득세제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제의 전면 도입 이전에 자본이득세
제 도입 효과가 반영된 기업승계세제를 마련하여 사업자산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기업의 경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상속·증여세제
의 불합리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 평가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증여세제의 개선방향을 찾는 데 초점을
두었다. 장기적으로는 세제의 복잡성과 세수 비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조세 공
평성 측면에서도 상속·증여세제가 자본이득세제로 전환되어 개선방향을 찾는 것이 타
당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단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장애를 가져오는 상
속·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가업상속세제를 확대·개편하여 기업승계세제로
완비하여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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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이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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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재검토 방향 -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중소기업 범위획정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다

이병기 l 선임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소기업 범위획정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또
주요 국제기구, OECD 국가 및 미국, 일본, EU, 대만 등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획정 내
용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주요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
였다.

중소기업 범위획정의 법적 안정성 확
보를 위해서는 그 범위를 정하는 데
고용을 주된 기준으로 포함하는 방향

● 연구내용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정책금융 등 정책 측면은 물론 중소
기업 경쟁력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정책 사안이다.

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범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중소기업 범위의 획정은 중소기업 정책대상을 정

는 중소기업 정책대상 과다포괄성 및

하는 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로 중소기업 범위획정과 관련하여 산업별로 복잡

정책효과성 등을 감안, 하향조정되는

하게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등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중소기업

것이 바람직하다.

범위획정의 법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고용을 주된 기준으로 포
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째로 중소기업 범위는 해외중소기업 범위와의
정합성, 중소기업 정책대상 과다포괄성 및 창업·초기 혁신기업의 정책효과성 등을 감
안하여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범위의 하향조정은 중소
기업의 지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한정된 자
원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재편과 함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원
활히 할 수 있는 자본시장 기반 정비 및 중견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 평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및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
업 범위기준 개편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종업원과 매출액을 동시에 고
려하고 또 하향조정하는 방향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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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 통계의 진실
경제력집중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통계의 진실을 들여다보다

황인학 l 선임연구위원 최원락 l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산된 부가가치의 합계(GDP)로 나눈 값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계측이
쉽지만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변수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상호 비교 가능하고 시계열 단층이 없는 변수를 이용하여 고용, 매출, 자산의 측면
에서 2001~2011년 기간 중 30대 기업집단의 비금융업 부문 집중도를 추정, 분석했다.

● 연구내용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GDP 기준 집중

일반적인 방법대로 GDP 변수를 이용하면, 제대로 측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경제력

지표는 최대 60%의 상향편의(上向偏

집중도는 최대 60% 내외의 상향편의를 보이며, 그 편차는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倚)와 함께 추세 해석상 착시(錯視)를

즉 GDP 기준 집중도는 높은 상태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

야기하는 등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을 발생시키는 등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전달하는 오염된 척도이다. 기업집단 내

전달하는 오염된 척도인 것으로 분석된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30대 그룹을 모집단으로 하는 허핀달

다. 이는 경제의 개방성을 간과한 경제

집중지수를 별도로 측정해본 결과, 분석기간 중 감소했거나 거의 변화가 없어 5~20위

력집중 논의는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권 기업집단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30대 기업집단 중에서 특히 21~30

왜곡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위권 기업집단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보
고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 규제는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 특유의 제도이며,
개방경쟁 환경에 맞지 않는 역차별 규제라는 점에서 폐지하고 그 대신 경제력남용에
대한 규제를 보강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할 수 없
다면, 최소한 지정기준을 현행의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서 20대 기업집단
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평가
본 연구는 오랜 쟁점 사안이었음에도 경제력집중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분석
이 여전히 미흡한 이유가 경제력집중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엄밀한 통계분석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는 인식 아래 좀 더 이론에 부합하는 집중도를 측정하고 그 변화 추이를 분
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GDP를 통계로 한 집중도의 상향편의 정도를 시산
하고 30대 기업집단을 모집단으로 허핀달 집중지수를 별도로 측정하여 기업집단 내 경
쟁도가 심화되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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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집단의 국내외 고용현황과 시사점
대기업집단의 해외진출과 국내 고용 사이의 연관관계를 규명하다

최원락 l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30대 기업집단의 해외고용 현황을 파악하고 30대 기업집단의 국내고용과 주요 재
무변수들이 30대 기업집단의 해외고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특
히,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 사항인 해외진출에 대해 노조가 국내 일자리 감소를 우려
하며 반대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집단의 해외고용과 국내고용이 실제
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규명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 연구내용
대기업집단의 해외고용은 국내고용과

회귀분석 결과, 국내고용과 해외고용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상충관계에 있지 않으며, 해외진출이

않으며 활동성(비유동자산의 회전율)이 낮을수록, 생산성(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높

낮은 임금수준을 쫓는 형태를 띠고 있

을수록, 안정성이 높을수록(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비율이 낮을수록) 해외 고용비중이

지도 않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해외진

높다. 반면, 인건비 관련 변수는 해외고용 비중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관계를 보이

출 증가를 국내 산업의 공동화 및 국

지 않아 30대 기업집단의 해외진출이 낮은 임금수준을 쫓아 이루어진다는 가설은 지지

내 일자리 감소와 연결시키는 시각은

되지 않았다.

올바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해외진출은 그동안의 기업성장과 국내경영을
통해 축적된 생산성 및 안정성을 바탕으로 자산의 회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
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해외고용이 국내고용과 상충관계
에 있지 않고 대기업집단의 해외진출이 낮은 임금수준을 쫓는 형태를 띠고 있지도 않으
므로 대기업의 해외진출 증가를 국내산업의 공동화 및 국내 일자리 감소와 연결시키는
편향된 시각은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특히, 노조가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 국내 일자
리 감소를 내세우며 반대하는 것은 해외진출 여부의 결정이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 사
항임을 감안할 때, 현행 법체계에도 맞지 않으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국내 일
자리를 함께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평가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국내외 고용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거의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고용에 대한 시계열 자료의 입수가 어려워 국내고용과 해외고용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횡단면 분석에 그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30대 기업집
단의 국내 종업원 수와 해외 종업원 수를 4대 그룹·5~10대 그룹 등 기업집단군별 및 산
업별로 파악하여 그 특징을 검토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국내외 고용 관계를 분석, 시
사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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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시장 경직화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해고요건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입법안’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시장의 경직화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입법안의
내용 분석, 파급영향 추정을 바탕으로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했다.

● 연구내용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영상 해고요건

19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범위를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

강화 입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

속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양도·인수·합병도 제외하고 있으며, 자산매각, 근로시

리나라 노동시장의 해고 관련 경직성

간단축, 신규채용 중단, 업무의 조정 및 배치전환,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노

은 189개국 중 4위, OECD 국가 중 1위

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 긴박한

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회는 경영상 해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부 일자리의 소멸을 막기 위해 경영상 해

고를 기업의 존속·성장·발전을 통한

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 회생을 통한 일자리 유지 가능성마저 훼손하는 불합리

근로자 보호방안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한 접근이다. 또한 양도·인수·합병에 의한 인원조정을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제

한다.

외하는 것은 기술획득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이다. 현재 논의
되는 법안들이 입법화될 경우 세계은행 사업환경보고서 상 우리나라의 해고경직성은

189개국 중 70위에서 4위로 상승하여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튀니지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되고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경직적인 수준이 된다. 국
회는 경영상 해고를 기업의 존속·성장·발전을 통한 근로자보호 방안 중 하나로 인식하
고, 경영상 해고를 통한 기업 경영 합리화 및 기업 존속을 지원하여 기존 일자리가 크
게 소멸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해야 한다. 다만, 현재 나타나는 절차상의 문제는 판례
축적과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경영상 해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의 보호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 평가
현재 논의 중인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법안이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하
였고,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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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l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양규 l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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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의 성공을 위한 우선과제를 이야기하다

변양규 l 연구위원 김선우 l 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19대 국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 역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근로
시간 단축의 부작용도 우려되기에 정책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연구내용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가 관행으로 고착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

강제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

로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과거 유럽 등 선진국이 경험했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

출에도 효과적이지 않고 여러 부작용

로 단축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을 야기하므로 노사 간 자율에 맡기면

흔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을 서서히 감축시키는

서 근로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조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일자

게 하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

리 창출효과도 미미하고, 생산성 향상이 즉각적으로 동반되지 않는다면 인건비 증가로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해 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각종 유연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
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즉, 노사 간 자율에 맡기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여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케 해야 하고 산업별 특성
을 반영한 연장근로의 한도 상향조정도 필요하다.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임금
체계 개편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평가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을 위한 요건과
선결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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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시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강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다

변양규 l 연구위원 김선우 l 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논의되고 있어, 이 개정안들의 내용이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원칙에 비추어 올바른 접
근방향인지, 또 이들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 노동시장에 미칠 경제적 영향은 어떠한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연구내용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강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화는 우리 헌법에서 밝힌 평등의 관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실

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되, 노동

질적 평등을 뜻하며 따라서 차별적 대우 또는 평등한 대우를 받은 대상의 ‘구체적 조건

유연성과 고용창출의 유인에 반하는

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방법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전제로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 도입,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는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평등의 본질에도 반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차별 판단 시 ‘현존하지 않는 근로자’도 비교대상근로자
로 보는 규정은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구조를 고려해 판단되어야 할 내용이기에 적절한
지 의문이며, 그 밖의 규정들도 지나치게 그 범위가 넓거나 모호하고 합리성 판단이 경
시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보면 정규직의 과보호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부
작용도 우려되므로, 무조건적인 입법화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 평가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개정안들을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검토해보고 그에 따
른 경제적 영향도 살펴봄으로써 정책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PART 2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현재 국회에는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관련해 여러 법안들이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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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식물국회
국회의 집단결정체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비용을 분석하다

윤상호 l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여간 지속된 국정공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속칭 국회선진화법을 효율적 의사결정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새 정부의
출범부터 발목을 잡히는 현상 및 결과의 이유를 찾아보고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집단결
정체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비용을 분석해 보았다.

● 연구내용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의 동의만으로

안건조정제도, 직권상정 제한 및 안건 신속처리 제도, 그리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의사결정원칙을 수정했으며 또한 결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집단의사결정체계를 재적의원 과반

과적으로 국정공백이라는 높은 사회

수 이상의 동의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회

비용을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실제로

선진화법은 의사결정원칙의 수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압도적 다수나 만장일치의

는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다고 평가할

동의가 아닌 평상적 의사결정에 사용토록 합의된 재석의원의 과반의 동의만으로 통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선진화법과 이

되었다. 단지 다수가 찬성한다고 의사결정원칙을 수정한다면 수정안에 대한 저항으로

전의 국회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이어져 향후 지불해야 하는 사회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혜안이 필요하다.

● 평가
본 연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과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사회비용이라는 측면
에서 분석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의사결정원칙의 수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
야 하는지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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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대법원 판례의 변화과정과 영향을 검토하고, 임금유연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다

박준성 l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연구배경 및 목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화과정과 이
로 인한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연구내용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는 1996년부터 점차로 넓어지다가 2012년 초 분기별로

2012년 대법원의 금아리무진 판결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마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시

르면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

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사실 판단에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월 외

따라서 조속한 법령 정비와 임금체계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당연 제외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개편을 통한 임금유연성 확보가 필요
하다.

지금 추세에 따르면 임금연공성이 더욱 심해져 고령층의 조기퇴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노사 간 갈등도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등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임금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
지하고 있는 점, 지급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경기변
동적, 성과연동적 상여금을 활성화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우리도 조속히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평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례의 변화를 정리한 후 비판 및 영향분석을 통해 그 해결
책으로 임금유연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PART 2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고용률 중심 국정 운영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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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논쟁의 핵심을 짚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박지순 l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대법원 판결은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최초의 판결로서 1임금지
급기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법리적으로 그 기준을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에 따르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
담을 초래하는 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개선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 연구내용
현재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적 혼란

2012년 3월 29일 금아리무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관련 통상임금 소송이 크게 증가

이 초래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

하고 있으며 이 판결대로 고정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경제

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임금체계와 임금

계에 따르면 모두 38조 원 이상의 추가비용부담이 예상된다. 위 판례는 고정상여금의

구성항목의 정비를 통해 명확성과 예

통상임금 여부를 ‘고정성’ 여부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법원 판

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

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의 고정성 판단 방법이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판단근거로서 규

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범적 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혼란의 원인은 무엇보다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이
모호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이므로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정의와 포함범위를 명확
히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입법 기술적으로는 통상임금의 제외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율하거나 적어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임
금체계와 산정기준에 관하여 노사의 자율적 합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법원이 노사관계의 자율결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평가
현재 노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쟁의 핵심을 짚고 입
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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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통상임금제도 비교와 임금경쟁력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초래할 경제적 파급효과를 밝히다

● 연구배경 및 목적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법안들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우리나라 제
조업의 임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휴일·연장·야간 할증률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자 했다.

● 연구내용
통상임금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1임금산정기를 초과하는 임금은

한일 주요 완성차업체의 단체협약을 살펴본 결과,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
우 우리나라 임금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통상

국내 A완성차사의 경우 단체협약상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평균 할증율은

임금 범위 확대 시 임금경쟁력이 하락

법정기준인 150%를 훨씬 넘는 187%이며 휴일·연장·야간의 경우에는 무려 350%에 이

할 우려가 크므로 할증률 인하 등 다

르러 법정수당 가산액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T자동차의 경우에는

양한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연장(130%), 야간(130%), 휴일(145%) 할증률이 낮고 휴일·연장·야간의 경우에도 약

20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
당 임금은 비교대상 34개국 중 12위로 일본(19위)보다 높으며, 최근에는 노동생산성보
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임금경쟁력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상여금 등 1임금산정기간을 넘는 임금이 통
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각종 수당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경쟁력은
일본에 비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 평가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가 초래할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통해 구
체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에 활용될 수 있는 경제적 분석을
제공하였다.

PART 2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이상희 l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변양규 l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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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저성장
타개를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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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역별 금융차입 제약 정도와
자영업 구조에 관한 분석
금융차입 제약 완화로 자영업 구조 개선을 촉진시켜야 함을 지적하다

주동헌 l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본 연구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금융차입 제약 정도를 16개 지방자
체단체별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자영업 구조 개선 가능성을 위한 정책 시
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 연구내용
우리나라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차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금융차입 제약 정도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입 제약 정도를 측정한 결과, 광역시보

금융차입 제약 정도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

다 행정도와 서울에서 강한 것으로 나

의 경우 일반적 인식과 달리 금융차입 제약이 강해 자영업활동 영세성의 한 원인으로

타났다. 금융기관은 사업성 있는 자영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광역시보다 행정도에서 금융차입 제약이 강한

업자를 평가·발굴할 수 있는 신용평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도 금융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

기법을 개발하여 자영업의 영세성을

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영업 구조 개선은 창업을 통해 임금근로자의 수요를 증대시켜 임금근로자 시장
에서 밀려난 영세자영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금융기관
은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를 평가·발굴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금
융차입 제약을 완화하여 자영업 구조 개선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 평가
16개 광역자치단체별 금융차입 제약 정도를 측정하고 금융차입 제약의 완화를 통
한 자영업 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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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한미 FTA 서비스·투자 협정을 통해
향후 국제 무역협정의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다

김종덕 l KIEP 부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국제 통상환경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발달과 함께, 단순한 수출·수입의 구조에서
무역과 투자 그리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가 WTO 체제 내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
이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
무역협정의 대표적인 형식인 NAFTA를 기초로 한 한미 FTA를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
의 변화가 어떻게 지역무역협정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무역 협정에 대한 시사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미 FTA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고려한 기업 중심의 협정으로, 특히 투
자와 서비스 분야가 강조된 협정이다.

● 연구내용

해외투자 기업의 권리 보호, 국제법 법

한미 FTA는 GATS에 비해 기업 중심의 협정이며, 투자와 서비스 분야가 강조된 협

률서비스시장 개방 여부 등의 새로운

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나 환경문제 등이 새롭게 논의되었고, 법률·회계·세무 분야

이슈에 대해 정부는 장기적 정책방향

의 개선과 방송·통신 분야의 개방이 두드러졌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TPP나 TiSA

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등의 향후 미국 주도의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해보면, 투자자의 권
리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고, 전자상거래나 환경서비스와 같은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가 고려되며, 법률·회계·세무 분야에 대한 국제법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
한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에 적극적인 한국은 전 세계적 통상환경
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과거 통상환경과 달라진 현 시점에서 정부는 협상을 통
해 확보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평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한미 FTA 서비스·투자 협정을 통해 분석하고 향후 국제 무
역협정에 대한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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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의 경제정책 향방과 시사점
중국 특수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다

최남석 l 부연구위원 이경희 l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향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국가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에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
을 예측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연구내용
제12차 경제계획, 제18차 당대회 보고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에 드러난 시진핑 지

시진핑 지도부는 개혁 추진력이 크지

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양적 성장 위주의 발전모델에서 질적 성장 위주의 발전모델

않기 때문에 공평 및 민생 제고를 위

로의 전환’이다. 특히 소득 불균형 완화, 내수시장 활성화, 대외개방 확대, 산업구조 고

한 소득불균형 완화 정책을 실행하는

도화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것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시진핑 시대 중국경제정책의 변화방향에 대응하여 한국경제가 중국 특수를 지속

평가된다. 반면 내수활성화, 대외개방

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중국 신정부가 기

가속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은 무

존 ‘수출중심 고성장 모델’에서 ‘분배를 고려한 안정 발전 모델’을 추구함에 따라 한국의

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향후 신규 수요 창출 여력이 큰 최종 소
비재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중국 신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자 4대 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진출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 상
승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지역협력, FTA 등 대외개방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것
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이익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7대 신흥전략 산업에서 한국은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 평가
한·중 경제관계의 거시적 맥락에서 시진핑 시대 중국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중
국 특수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한국경제가 취해야 할 전략적 변화의 방향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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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지도부는 2012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의 2013년 경제발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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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동시다발적 양적완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살피다

최병일 l 원장 이경희 l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미국, EU 및 일본 등 선진국들은 내수와 투자를 촉진하고 자국 화폐의 평가절
하를 통한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동시다발적 양적완화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 연구내용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치로 특히 원/달러 가치가 급속하게 절상되고 있는

하고 있고 건실한 경제 펀더멘털과 재

가운데 엔화의 가치가 빠르게 절하되고 있는 점이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정건전성을 가진 우리나라는 해외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투기성 단기자본의 집중 타깃이 되고

단기적으로 원화가치 평가절상 속도 조절을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외환거래 3종 세

있다. 이에 정부는 장·단기 대책으로

트(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외에 추가적으

원고 시대의 효과적 대응을 모색해야

로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도입해야 하며,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통화스왑 규모도

한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비가격 경쟁
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한국이 원고시대를 내수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과점적 수입유통구조에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국산 동종 상품에 비해 과도
하게 높은 수입유통마진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조세제도 개혁과 경쟁정책
의 유효한 집행 등이 요구된다.

● 평가
대외적 여건의 변화가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
려되나, 원고 현상을 내수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여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을 모
색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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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우리의 전략에 대해 논의하다

김정수 l 초빙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과 미국의 TTIP 실현은 구미 선진국의 경제적 부흥과 더불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TTIP 실현으로 야기되는 유럽·미국 간의 경제통합과 역외국에 대한 차별
심화 및 환대서양 경제질서의 글로벌 규범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했다.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 연구내용

실현은 구미 선진국의 경제적 부흥과

한국은 이미 유럽·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의미한

TTIP는 한국에 대해 국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신시장의 확대라는 종래 방식의 대응과

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더불어 새로운 글로벌 경제규범에의 대응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따른 민간 중심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FTA 체결 가속화가 요구된다.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면서도 이 세 가지 과제에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한·중·
일 FTA가 시사하는 바가 심대하다. 첫째, 세계교역 1위, 3위, 8위 교역국이 하나의 경제
권으로 통합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3국이 현재 겪고 있는 저성장의 틀을 깨고
안정성장의 길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난 20
년 넘게 세계경제를 견인해 온 동아시아의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한·중·일 FTA는 동북아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규범과 질서를 환대서
양 경제모델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질서의 대안으로 글로벌 경제 커뮤니티에 제시할 수
있다.

● 평가
TTIP 실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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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GDP의 약 절반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 교역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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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 일본의 TPP 참여와 한국의 전략
일본의 TPP 협상 참여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살펴보다

최병일 l 원장 김정수 l 초빙연구위원
이경희 l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일본이 2013년 3월 TPP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 경쟁
판도와 한국의 TPP 참여 관련 손익 계산의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의 TPP 참여가 한국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TPP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 연구내용
일본은 그동안 농업부문의 민감성으로 인해 TPP 협상 참여를 미뤄왔으나, 2013년

일본의 TPP 협상 참여에 대한 한국의

3월 15일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하였다.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TPP를 확대 재편함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 조속

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 경쟁 판도와 한국의 TPP 참여 관련 손익계산에 변화를 초래할

한 TPP 협상 참여를 통해 경제적 실익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TPP 참여로 인해 한국의 TPP 참여 이익은 증가하고 TPP 참여

은 물론, 국제정치적 실익까지 확보하

손실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시기에 맞춰 한국이 TPP에 참

여야 한다.

여할 경우 한국은 일본의 시장선점 효과를 상쇄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아
태 지역의 통상 규범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농업 및 ISD 등 분야에서 일본과의 공동으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PP 참여국 가운데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노동집약 산업에 고관세
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TPP 타결 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한중 관계 악화가 우려되나,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TPP 참여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
고 국내외 정지작업을 거쳐 2013년 상반기 중 TPP 참여 희망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가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조속한 대응
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으며 한국의 TPP 협상 참여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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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서비스 빅뱅을 통한 저성장 기조 탈피방안을 제언하다

변양규 l 연구위원 김창배 l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저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대 저성장이 3분기 이상 지속된 것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초유인 상황에서 저성장 장기화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가 우려된
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함께 저성장 기조를 탈피할 수 있는 정
책적 제언이 필요하다.

과잉규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 방향

● 연구내용

을 수정하고 서비스산업 규제를 개선

1분기 저성장과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성장경로가 당초 예상

하여 외국 자본, 해외 인력, 외국 소비

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올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성장

자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소위 ‘끌어들

률 1%p 하락 시에는 저소득층 소득이 고소득층 소득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이기’ 성장전략을 통해 저성장 기조의

소득분배를 약 0.3% 악화시킬 전망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올 성장률의 급락을 방

고착화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추경 필요 시 국회의 조속한 논의, 정부의 차질 없는 집행
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일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과잉 규
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 방향은 재수정되어야 하며 외국자본, 해외인력, 외국 소비자
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소위 ‘끌어들이기’ 성장전략을 통해 ‘투자-고용-소득-소비-시장확
대-투자’의 선순환구조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 빅뱅이 필요하다.

● 평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근거하여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또한 과잉규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를 경계해야 하며, 서비스
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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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인해 1분기 성장률이 1.5%에 그침으로써 3분기 연속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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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의 부가가치창출 현실과 시사점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부가가치 창출과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다

최남석 l 부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전통적인 수출입 산정 방
식으로 수출과 수입을 측정할 경우 수출의 중요성은 지나치게 과장되고 수입의 중요
성은 간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무역수지 현실을 파악하고 한국의 수출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수입의존도가

● 연구내용

갈수록 높아지고 신흥국 수출의 경우

OECD의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2009년 우리나라

국내창출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작기

의 대중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약 80% 감소하고, 대일무역수지는 균형수준에 근접하였

때문에 한국이 무역을 통해 창출하는

으며,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부가가치 규모 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신흥국 수출의 경우 국내창출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무역수지를 사용해 산정할

작기 때문이다.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미국
과 일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
저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부가가치창출과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경 간 거래효율성을 제고하고, 중간재수입을 위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물
류체계정교화 및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특히, 시진핑 시대
중국의 최종재 소비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창출 부가가치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대중 비즈니스 기능을 확충하고 대중 수출구조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FTA 체결 등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수출입자료뿐만 아니라 부가
가치 기준 수출입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 평가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부가가치 창출과정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주요 교
역 대상국과의 무역수지 현실을 파악하고 한국 수출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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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of Trading Architecture in Asia Pacific
- TPP vs. RCEP

경제적 실익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TPP 참여 타당성을 검토하다

최병일 l 원장 이경희 l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미국 주도의 TPP와 ASEAN 중심의 RCEP이 상호 경쟁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
계시장에서 수출 경쟁관계가 상당히 높은 한국으로서는 TPP와 RCEP의 향후 전개 추
이는 아태 지역의 통상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아태 지역
에서 향후 전개 가능한 지역주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아태 지역에서 두 개의 상이한 FTA가

● 연구내용

공존할 경우, 경제활동에 상당한 비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근 광역 FTA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광

율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TPP

역 FTA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분열에 따르는 비용(또는 통합 이익), 협상국의

와 RCEP에 모두 참여하는 국가의 경

경제적 이해관계, 민감분야 관련 국내정치적 비용, 주요국 간의 경쟁관계 등이 있다.

우 두 FTA의 동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현재로서는 TPP와 RCEP이 상호 수렴하는 시나리오(convergence scenario)와 분열된

할 것이다.

상태로 지속되는 시나리오(fragmented scenario)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바, 현재 TPP
와 RCEP 참여국의 상이한 경제적 이해관계, 민감분야 반발로 인한 국내 정치적 비용,
미국과 중국 간 경쟁관계 등으로 인해 향후 TPP와 RCEP은 서로 상이한 프레임워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분열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다수의 상이한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행정 비용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역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평가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은 향후 아태지역 통상 거버넌스에 결정적 요인이 될 것
으로 예상되는 바, 아태지역의 장기적 발전 비전을 염두에 두고 TPP와 RCEP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해 양국 간 건설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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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양자간 FTA가 급속도록 확산돼 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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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을 입증하다

최남석 l 부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 대기업의 해외현지생산비중 확대와 관련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은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논쟁이 되고 있다. 2000~2011년 사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국내고용자료 및 OECD-WTO의 산업별 글로벌 부가가치 수출자료를 이용
하여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이 협력업체의 국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했다.

북경현대자동차의 중국 현지 판매량이

● 연구내용

급격히 증가한 2011년에 현대자동차

고용증가율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와 비협력업체를 비교분석한 결과 북

중소·중견협력업체의 국내고용, 국내

경현대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한 2011년에 현대자동차 중소중견협력업체의 국

매출 및 해외수출이 비협력업체보다

내고용과 매출 및 해외수출이 비협력업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규모별,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하여도 협력업체의 국내 고용증가율이 비협력업체의
국내 고용증가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이 협력업체의 대기업에 대한 매출
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수준에서 해외수
출과 기업이윤, 기술집약도, 자본집약도 등이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후에도,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은 국내 협력업체의 대기업에 대한 매출
증대를 유발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우리나라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장할 경우,
동반진출한 협력기업의 국내생산, 국내매출 및 해외수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일자리 창
출을 촉진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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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및 시사점
현 정부 여성 고용률 제고정책의 한계와 보완점을 제시하다

이진영 l 부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50%에 정체되어 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출생연도별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 정책의 한계와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 연구내용
1997년 이후 50%에 정체되어 있는 한

경제활동인구조사(1986~2012)를 이용하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

출생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여성

려면 현 보육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체나 감소 추이를 보였고, 특히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들 사이

과 연계된 취업지원정책으로 전환되

에서 정체 현상이 뚜렷했다. 또한,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에 제약을 받는 여성들이

어야 한다.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크게 늘어난 반면,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다. 이는 보육
정책의 대상이 30대 후반 연령대로 이동 중임을 시사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30대 후반 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이 복지정책에서 취업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40대 이상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책 확충이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
는 노동의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의 수요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여 여성 경
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여성 고용률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평가
매 정부마다 실시해 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
고 향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PART 2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정부의 지속적인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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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융복합단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대기업의 성장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착근된 사례를 제시하다

김갑성 l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연구배경 및 목적
융복합산업단지 내 삼성 등 대기업의 성장이 지역사회의 주거·교육·문화서비스 등
과 융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 연구내용
2004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생산시설 및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복지시설 등이 조성되고 있는 천안·아산융복합산업단지는 현재 매년 약 30조 원

기업의 생산시설과 관련 기반시설 및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 천안·아산탕정 지역의 삼성 관계사 종사자 수는

의료·교육·문화·레저서비스 산업을

3만 5,000여 명으로 2004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삼성 관계사의 연간 투자

융합한 천안·아산탕정융복합산업단지

증대로 인해 나타난 2012년 천안·아산 융복합산업단지의 고용유발효과는 8만 7,059명

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으로 추정되고,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43.1조 원과 12.3조 원으로

는 고용유발 8만 7,059명, 생산 및 부

추정되었다. 그 결과 천안시와 아산시는 충청남도 내 도시 중 각각 재정자립도 1위, 2

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43.1조 원과

위를 기록하면서 지역재정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구증가율과 20세 이상

12.3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율 역시 전국 평균과 충청남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도시화율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지역발전에 기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복합산업단지 조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성과와 연구개
발 성과를 지역에 착근(着根)시키고 입지규제 완화, 기업유치를 위한 주민설득, 교
육·의료·복지·교통 시설투자 지원 등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 평가
융복합산업단지 내 삼성 등 대기업의 사업성과와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에 성공적
으로 착근된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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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와 복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에 힘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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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관한 여섯 가지 미신
법인세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일목요연하게 밝히다

현진권 l 사회통합센터 소장

● 연구배경 및 목적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논의에서 법인세 인상안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이고, 법인세 누진구조 강화가 공평의 실현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이런 인식은 법인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
인세 귀착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했다.

한국의 법인세 정책방향은 법인세는

● 연구내용

결국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임을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고 결국 세금을 내는 것은 개인들이다. 법인의 주인은 주주이

망각한 것이며, 자본 유치를 위해 세계

고 재벌가계도 주주의 하나일 뿐이다. 법인세를 부과하면, 주주, 종업원, 소비자 등 여

각국이 보다 낮은 세율로 조세경쟁을

러 경제주체들에게 전가된다. 법인은 부자이고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한다는 인식은 미

펼치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다. 소규모

신에 불과하다. 법인세 누진구조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일어나지 않으며, 이런 사실 때

개방경제국가인 한국은 법인세 인하

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에 있어 단일세율을 택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곧 국

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민들의 세부담 감소이므로 이는 ‘부자감세’가 아닌 ‘감세부자’이고, 법인세를 인하해도
법인이 투자하지 않다는다는 비판에 앞서 모든 기업의 투자 수준을 합한 총체적 투자
량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법인세 정책에 있어서는 실제 법인의 세부담을 보아야지
명목 법인세율을 통한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

● 평가
법인세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일목요연하게 밝히고 이를 반박함으로써 법인세 정
책을 올바르게 입안하기 위한 이론적·인식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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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비교평가의 오류
명목 법인세율의 단순 비교가 현실을 호도할 수 있음을 밝히다

현진권 l 사회통합센터 소장

● 연구배경 및 목적
세율이 낮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그러나 명목 법인세율이 실제 세부담수준을 반영하
는가에 대한 검증없는 단순 비교는 현실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
토를 통해 법인세 정책을 바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내용
‘명목 법인세율’을 통한 국제간 단순

기업의 세부담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목 법인세율’은 기업이 부담하는 실

비교는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

질적인 법인세부담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율에 영향

명목 법인세율은 경제규모에 영향을

을 미치는 경제규모와 과세기반제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받으므로 미국, 일본 등 큰 경제규모를

법인세수’를 사용하여 국제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OECD 국가중 5위를 차지해, 명목 법

가진 국가들의 명목법인세율은 높을

인세율 21위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

수밖에 없다. 분석결과 명목 법인세율
과 실제 법인세 부담과는 아무런 통계
적 연관성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 평가
법인세의 핵심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수준이지 명목법인세율의 고저가 아니며, 명
목 법인세율의 단순 비교는 현실을 호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PART 2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법인세 부담에 있어 ‘명목 법인세율’의 높고 낮음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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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폐지한 국가, 에스토니아 - 한국에 주는 시사점
획기적 개혁 성공사례를 통해 법인세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다

현진권 l 사회통합센터 소장

●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법인세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인세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율을 올리
려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2000년 법인세를 폐지한 에스토니아의 세수변화 및 경제
성장률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법인세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 연구내용
한국에선 법인세제를 소득재분배를

에스토니아는 2000년 법인의 이익에서 배당을 제외한 유보이익에 대해 0%의 법인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세율을 적용토록 개혁한 이래, 세수는 2001년 저점을 지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있어 법인세율 체제도 세 단계 누진구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법인세수 규모가 평균 매년 33%씩 증가했다. 이는 레퍼곡선

조로 이루어져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

(Laffer curve)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세금감면이 동태적인 측면에서 투자와 생산을

국가로 조세정책을 가장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결국 조세 수입을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개혁한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통해 한

에스토니아의 경제성장률은 1993~1999년 평균 3.85%, 1999년에는 0%였으나 법인

국에서 법인세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

세를 폐지한 2000년부터 금융위기 전인 2008년까지 평균 경제성장률 7.93%를 기록했

요성을 보여준다.

다. 법인세를 폐지하는 에스토니아의 획기적 개혁은 경제성장과 세수확보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 평가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통해 법인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재원을 조달
하고자 하는 한국의 정책방향은 장기적으로 경제퇴보와 세수감소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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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금을 19% 단일세율로 단순화한 나라,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다

현진권 l 사회통합센터 소장

● 연구배경 및 목적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를 19% 단일세제로 개혁했다. 세제 개혁으로 낮은 수준의 기
준세율을 도입했음에도 정부 세수에 큰 변화가 없고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슬로바키아의 사례를 통해 현재 한국이 취하는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조세정책의 목표를 성장과 단순성에

● 연구내용

두고 19% 단일세율을 적용했음에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를 19% 단일세율로 한 슬로바키아의 경우 낮은 수

세수감소 없이 경제성장의 모습을 보

준의 기준세율 도입에도 정부 세수에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경제성장률이 높아졌

여준 슬로바키아 사례를 통해, 조세정

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책의 방향을 성장보다는 형평에 두고

세제 간소화를 통해 세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조세순응도를 높이고, 행

복잡한 구조의 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라 세제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 평가
한국은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으나 조세정책의 목표를
성장과 단순성에 둔 슬로바키아 개혁의 성공을 통해 이런 인식에 전환이 필요함을 보
이고 있다.

PART 2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슬로바키아는 세제의 효율성, 투명성, 형평성, 단순성을 제고하여 2004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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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ㆍ감면 정비에 따른 기업규모별 세부담 변화와 시사점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급격한 축소가 투자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다

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 황상현 l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새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는 대선공약의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과 복지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의 안정적 뒷받침 등 세수입 확충에 목적을 두고, “일
몰이 도래하면 종료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 2013~2017년 기간
동안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일몰도래 시 원칙적 종료에 따라, 2014~2018년 기간 동안
세수입 및 투자 효과를 분석했다.

새 정부의 비과세·감면 일몰 도래 시

● 연구내용

종료 원칙을 적용하면 2013년 대비

2013년 대비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는 총 23조 9,359억

2014~2018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원에 달하고, 이 중 대기업은 15조 8,572억 원으로 66.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은 8조

규모는 총 23조 9,359억 원에 달하고,

787억 원으로 3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같은 기간 기업투자는 총 24조 8,235

공제(조특법 ’10)’,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억 원 감소한다. 따라서 법인세 비과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2)’ 항목의 규모 합계는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의

세·감면의 급격한 축소는 세수증대효

68.1%를 차지하여 기업투자 관련 법인세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과보다 이로 인한 투자감소효과를 더

2014~2018년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는 총 24조 8,23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

크게 초래할 수 있다.

라서 2013년 대비 2014~2018년 기간 동안 세수입 증대 규모(총 23조 9,359억 원)보다
이로 인한 기업의 투자감소액(총 24조 8,235억 원)이 1조 원가량 더 크다는 것이 지적
됐다.

● 평가
새 정부의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법인세부담의 강화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약화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의 정책적 함의로서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급격한 축소는 세수입 증대 효과보
다는 투자감소 효과를 더 크게 초래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
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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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
외국의 법제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법제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다

정승영 l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까다로운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데 매
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국가의 가업상속세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입법 모델 방향을 찾아 제시하였다.

● 연구내용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우리나라 현행 가업상속세제의 입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미국, 영국, 독

가업상속세제 내용을 비교, 검토함으

일, 일본의 가업상속세제 내용을 비교 검토해 벤치마킹 대상을 찾아보았다. 고용 창출

로써 우리나라 가업상속세제가 가지

과 경쟁력 있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 측면에서 가업상속세제가 도입되었다는 입법 취지

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

를 고려해 볼 때, 기업 규모의 차별과 상속·증여세 공제액의 한도를 두는 것은 바람직

향의 구체적 입법 모델을 제시했다.

하지 않다. 독일, 영국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상속세제가 적용되고 있
으며,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가업상속세제가 상속 공제액에 상한을 두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고용과 기업 성장 측면을 고려한 사후관
리 요건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검토 내용과 가업상속세제의 입법 취지를
밑바탕으로 우리나라 가업상속세제의 입법 모델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선택한다면 독
일의 입법 사례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업상속세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 평가
가업상속세제의 입법 취지에 맞게 현실적인 기업승계 세제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서 외국의 법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법제 개선에 필요한 내용과 방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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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업상속세제의 내용은 해당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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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국가들의 조세혁명 - 단일세율 소득세제 도입
근로유인이 늘고 조세순응도가 상승한 동유럽국가들의 세제 개혁 예를 살펴보다

현진권 l 사회통합센터 소장

●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에선 소득세제는 누진구조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과거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동유럽국가들
이 서구와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소득세제에도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해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조세정책 수립에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단일세율 소득세제는 형평성 관점에

● 연구내용

선 나쁠 수 있으나 효율성, 근로유인효

소득세제의 단순화를 위한 단일세율의 도입은 1994년 에스토니아에서 처음 시행

과, 납세순응도 제고 등의 순기능을 가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최고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1994년 90%였으나

지고 있다. 한국도 동유럽 국가들의 조

2004년 13% 단일세율로 개혁했고, 러시아는 세제개혁 전 12%, 20%, 30% 누진구조를

세혁명 사례를 참고, 형평성뿐만 아니

가졌으나, 2001년에 13%의 단일세율로 개혁하였다. 세제 개혁으로 인해 러시아를 비

라 성장과 근로유인효과 등의 정책목

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근로유인이 늘고 조

표도 고려해야 한다.

세순응도가 상승했다.

● 평가
과거 형평성을 지상목표로 삼았던 동유럽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세제를
단일세율로 정한 사례와 효과를 보임으로써, 세금정책의 목표를 형평성에만 두고 달려
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각성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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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국가들의 이원소득세제
국외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북유럽 국가들의 이원소득세제 도입 배경을 살펴보다

현진권 l 사회통합센터 소장

● 연구배경 및 목적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제’가 가장 공평한 제도라는 인
식이 강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형평성을 강조해오던 북유럽국가들이 소득세제에 있
어 불공평한 요소가 강한 ‘이원소득세제’를 도입한 배경과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의 소득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 초부터 ‘이원

● 연구내용

소득세제’를 도입했다. 전통적으로 형

이원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

평성을 강조하던 북유럽 국가들의 이

을 적용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스웨덴

러한 변화는 개방화 시대에 국외 자본

(1991), 노르웨이(1992), 핀란드(1993), 덴마크(1994), 네덜란드(2001)에서 도입하였고

유출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를 막기 위

독일, 일본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원소득세제 도입의 배경은 개방화로 인한 자본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국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막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정책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 것을 볼 수 있다.

● 평가
세계경제가 개방화된 시점에서 조세정책을 형평성에만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
면 성장과 자원배분의 왜곡비용을 치러야 한다. 개방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한국의 조세정책에 있어 북유럽 국가들의 소득세에 대한 접근법은 새로운 인식의 필요
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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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소득세제를 평가할 때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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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다

황상현 l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진보 진영의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 감소가 현재 법인세수 감소의 중요 원인
이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수는 경
기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법인세수 감소는 근본적으로 경기부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법인세율 vs.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법

우리나라의 경우 1992~2011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

인세율에 있기보다 경기상황과 직결

계를 보이는 반면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노무현

되고 있으므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정부 이후 2008~2011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이 감소하였으며 법인세수는 처음에 감소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

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상당부분 우리나라의 경기부진에 기인된

시키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내수기업별로 살펴보면 1992~2011년

에 기여할 것이다.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각각 수출·내수기업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유
지하지만,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수출기업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법인세율보다는 경기상황이 법
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해외사례로서 영국, 독
일,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프랑스, 미국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국가의 경우에서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은 결론적으로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법인세
율에 있기보다는 경기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기여할 것
으로 보여진다.

● 평가
일부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 감소가 현재 법인세수 감소의 중요 원인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법인세수 감소는 경기부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법
인세율 vs.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투자 활
성화와 경기회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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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개발
무분별한 복지예산 팽창을 막을 새로운 지표의 개발을 제안하다

현진권 l 사회통합센터 소장

● 연구배경 및 목적
이것이 높으면 좋고, 낮으면 나쁘다는 접근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런 지표로 복지예
산을 평가하게 되면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팽창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대원칙을 해칠 수 있는 감성적 접근이
다.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복지예산의 감성적 팽창을 막고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

● 연구내용

한 전체 예산액’에서 ‘복지예산의 전년

복지예산 평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은 복지예산의 무조건적

대비 증가한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팽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체 예산액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을 살펴볼 수 있는 새로

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운 지표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표로 ‘전년대비 증가한 전체 예산액에서 복지예산의 전년대비 증가한 예
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할 수 있다. 2013년 복지예산을 평가할 때, 기존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2%이나 새로운 지표는 31.4%로 나타났고, 교육, 환경, 문화, SOC를 복
지에 포함시킬 경우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53% 수준을 보였다.

● 평가
새로운 지표는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증가하였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줌
으로써 무분별한 복지예산 팽창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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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사회보험의 근로유인 강화방안을 제기하다

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 김영신 l 부연구위원
허원제 l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복지제도들이 지속가능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복지제도에서 근
로유인 촉진이 중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성 제고
방안으로 근로가능한 기초수급자의 수급기간 제한을 검토하고, 근로장려세제와 국민
연금이 근로유인적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 연구내용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미국 TANF 사례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수급기간 제한이 근로유인 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과 자립을 효과

및 사회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

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수급기간 제한은 단기고용직 형태의

하여 근로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인 빈곤 탈출에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근로능력 수
급자들의 적극적인 노동활동 참여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편, 수급요건이 제한적인 근로소득장려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미국의 EITC 사
례를 참고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급대상 총소득기준을 높인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및 지급액의 감소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사용되는 국민
연금의 급여산식은 근로유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평균소
득월액 비중을 낮추고 소득비례부분 비중을 높여 근로유인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 평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자발적 근로 및 탈수급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원활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근로장려세제의 현실화 방안 및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조정을 통한 사회보험의
근로유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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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성공 및 실패 사례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저성장 국면의 고착화,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으로
인한 복지비용의 추가적 증대 가능성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만
큼 성공한 복지국가 및 실패한 복지국가의 사례를 연구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
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구내용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을 위해서
는 복지지출의 확대 지양, 복지전달체

독일, 스웨덴,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등 5개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의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계의 효율성 강화를 통한 재원 낭비의

그리스의 연금 및 의료·보건지출 확대, 1990년대 스웨덴의 사회보조금 확대 등이

최소화, 포퓰리즘 경계 및 정치적 투명

그리스와 스웨덴의 경제·복지위기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사례를 볼 때 향후

성 강화, 그리고 시장경제체제 강화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복지지출의 확대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의 후

통한 경제성장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견주의 및 분절된 복지구조, 그리스의 감독 시스템 부재, 일본의 포퓰리즘 복지공약의

한다.

허구성 등의 폐해를 교훈으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정치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포
퓰리즘을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독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스웨덴의 소득세·법인세 인하, 그리스의 규제
개선 사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공적인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및 시장경제체제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 정책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 평가
선심성, 임기응변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 속에
서 복지정책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검토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
축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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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l 선임연구위원 유진성 l 연구위원
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 김미애 l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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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천국의 나라, 스웨덴의 불공평한 세금제도
- 2005년 상속ㆍ증여세 폐지

세제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한 스웨덴의 사례를 들여다보다

현진권 l 사회통합센터 소장

●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한국에서는 스웨덴이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복지가 가능하기 위해선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스웨
덴은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
지 않다.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세제를 형평성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
국의 인식 전환을 모색한다.

복지국가의 모범으로 인용되는 스웨

● 연구내용

덴은 형평성 차원에서 가장 민감한 세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세금제도가 형평성 대신에 경제성장

목인 상속·증여세를 2005년 폐지했

을 할 수 있는 불공평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형평성

다. 한국은 상속·증여세가 전 세계적

측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인 상속·증여세제를 2005년 폐지했다. 스웨덴

으로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로 이

국민들은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세목의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

바탕에는 형평성 중시의 인식이 깔려

국과는 매우 다른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상속·증여세제의 폐지 이후 스웨덴 경제성장

있으나, 스웨덴 사례처럼 이제는 세제

률은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
식해야 할 때이다.

● 평가
보편적 복지의 모범국으로 인식되는 스웨덴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것은 세금정
책의 방향을 경제성장에 두고, 성장이 있어야만 복지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한국의 세금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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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Facts,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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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양형에 대한 오해
2013. 01. 03

황상현 l 연구위원

기업인에 관대한 배임죄 양형판결이 사법부의 유전무죄식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특경법상 배임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발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
지만 배임죄 양형문제의 원인을 단순하게 재판부의 불공정성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편향

(bias)된 생각이다. 우선 기존 1심 무죄율을 살펴보면 특경법상 배임죄는 일반 형사사건의 7배 이상
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업무위배성’이라는 불명확한 배임죄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일부에서 불평부당하지 않은 법집행 결과로
언급하는 1심 집행유예율의 경우 다른 중요 형사공판 사건 및 형법상 횡령·배임죄의 집행유예율과
견주어 볼 때 부당하게 높다고만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제1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된

2009.7.1.~2010.9.30까지 1심 횡령·배임죄 판결분석에 따르면 50억 이상의 특경법 횡령·배임죄 집
행유예 비율이 일부 주장과는 달리 높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지출의 허와 실: OECD 국가와 비교
2013. 01. 11

김영신 l 부연구위원

최근 언론에서는 무상의료 또는 저부담 의료 확대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
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공공의료지출이 낮은 편에 속해 이러한 주장이 힘
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가격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접
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수준은 결코 OECD 국가들보다 낮지 않으며, 공공의료지출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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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 오히려 줄었다?
2013. 01. 30

유정선 l 연구원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을 추구해오던 국내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를 통한 시장 확대가 저성장 극복 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최근 일부 언론
에서는 한·미 FTA 이후 특정 시점의 대미 수출 감소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FTA의 효과가 국내 기업
의 수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미 수출의 전반적인 추이
를 살펴보면, 한·미 FTA 이후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 증가율에 비해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증가 효과가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사내하도급은 모두 불법 파견?
2013. 02. 06

김선우 l 연구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 사내하도급은 모두 불법 파견임을 전제로 하는 보도 또는 컨베이
어벨트에서의 외부 위탁 작업공정은 모두 불법 파견임을 단정 짓는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보도는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계약 내용
및 구체적 작업 수행 모습, 지휘·명령권의 소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당해 사내하도급근
로자는 불법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2.23.선고 2011두7076 판
결)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법적 사고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법원의 판결
은 분쟁해결을 통한 법질서 유지 및 법적 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그에 근거해 비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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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율이나 수출대상국의 경제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현안정책 대응

지방채 비중, 지방재정건전성 판단의 충분한 잣대인가?
2013. 03. 27

허원제 l 연구위원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의 지방채 비중은 세입(歲入)대비 3.8%선(2011년 평균)에 머물고 있다. ‘부
채에 대처할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소위 ‘재정건전성’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을수록
지방채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중앙재원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재정건전성이 좋게 보여지고
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은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사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재정수지 균
형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채 비중을 가지고 단순하게
지방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재정건전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
해서는 중앙재원 의존도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0년 대기업의 고용규모가 감소했다는데⋯
2013. 04. 23

최원락 l 연구위원

금년 4월 4일 일부 언론은 ‘대기업의 고용창출은 되레 뒷걸음질’과 같은 제목 아래 2010년의 대
기업집단 광공업 종업원 수가 2009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분
석 결과, 보도와는 달리 30대 기업집단 외감이상 광공업체의 고용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집단 안에 30대 기업집단이 포함됨에도 보도된 대기업집단의 광공업 고용규
모는 30대 기업집단의 광공업 고용규모보다 작았는데, 그 이유는 알기가 어렵다. 30대 기업집단 외
감이상 광공업체에 대한 고용규모를 추산한 배경은 ‘대기업집단’이 일반적으로 ‘30대 민간 기업집단’
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번 보도가 민간 대기업집단이 실제와 달리 고용 창출에 역행하
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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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3. 10. 23

변양규 l 연구위원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부가가치산출액 중 인건비로 귀속되는 비율을 나타낸 노동
소득분배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평균 10%p 정도 낮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가 낮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산출한 노동소득분
배율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자
영업자의 비중을 감안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출할 경우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주요
정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순유출은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가?
2013. 11. 11

최남석 l 부연구위원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투자순유출이 늘어나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투
자순유출은 곧 국내 일자리 감소라는 주장은 국내설비시설이 당장 해외로 이전하는 측면에서는 일
리가 있다. 그러나 투자순유출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업차원에서 고려해보면 신시
장 개척을 위한 기업의 해외현지진출은 동반진출한 협력업체에게 사업 기회 확대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 국내에 머물렀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현지
생산 및 판매가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국내 협력기업들의 수출과 생산 및 일
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베이징 현대자동차 사례의 경우 신시장 개척을 위해 베이징 현지 생
산 및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동반진출한 중소·중견 협력사의 국내 고용은 비협력사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대기업의 글로벌 경영 확대를 협력 중소·중
견 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경우 투자순유출은 오히려 국내 일자리 확
대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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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비교해 불과 3%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산

Part 3
세미나·컨퍼런스·포럼

다양한 계층과의
원활한 소통과
기업 사회공헌의
방향을 모색하다

다른 나라에서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수십 년 만에
이루어내면서 우리 사회는 다른 곳보다 더욱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더 큰 대한민국의 꿈은 갈등의 해소와 통합,
상호이해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진 연유다.

1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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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급증하는 복지욕구, 일
자리 부족, 경제민주화 요구 등은 2013년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이

일시 | 1월 15일(화) 14:00

같은 도전을 직면한 상황에서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 부동산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층)

침체 등 새 정부가 맞이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선
택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

거시, 기업, 노동, 조세·재정 부문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향후 진로

● 주제발표

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원내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고찰

세션 1

거시·노동정책

제1주제

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2주제

세션 2

발표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동정책] 노동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발표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업·조세재정정책

제1주제

제2주제

세션 3

[거시정책] 잠재성장률 제고

[기업정책] 시장규율 중심의 기업정책
발표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세재정정책] 재정건정성과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조세재정정책
발표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바람직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패널토론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유진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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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을 해결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세미나·컨퍼런스·포럼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EU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합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경제적 기적을 만들어 내었으나, 이 과정에서 노정된 소득

일시 | 1월 28일(월) 14:30~17:00

격차, 지역격차를 비롯한 이념적 갈등, 세대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도 함께 안게 되었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

다. 역대 정부에서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으며 또 섣부른 통합정책이 더 큰 갈등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새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이후 더욱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통합이 시

통합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과제들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대정신으로 떠올랐다. 역대정부의 통
합에 대한 인식과 정책들을 살펴봄으
로써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민통합

● 주제발표
사회 l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의 방향과 정책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발

제

역대 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시사점
발표자

토

론

강규형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지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우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8

109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 통합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발전이 이
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양적 팽창에 매진하고 성과도 거두었으나 질적인

일시 | 2월 13일(수) 14:30~17:00

측면에서의 발전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통합은 이러한 질적 발전의 핵심이고 또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

질적 발전의 시작점이다. 그럼에도 사회통합에 대한 단견적 접근으로 올바른 정책이 수
립되지 못하고 표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치, 철학, 경제적 측면으로 세분화하
여 통합의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
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 주제발표
사회 l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으로 지목된다. 진정한 통합을 위한 정
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분야

발제1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합
발표자

를 나누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발제2

철학적 측면에서의 통합
발표자

발제3

론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합
발표자

토

이영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정연교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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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의 골이 깊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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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컨퍼런스·포럼

다시 CSR을 말하다 - 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방향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CSR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용어의 우리말 표현이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이라는 말에서 상징하듯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규범적, 당위적

일시 | 2월 20일(수) 10:00~12:00

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CSR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며 이것

장소 | 63빌딩 컨벤션센터 스프루스홀

이 지속가능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접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적 연구의 흐름도 이런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접근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CSR을 새롭게 바라보는 노력의

CSR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논의

시작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기업의 책
임을 강조하는 규범적 차원의 접근으
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평가와 전

● 주제발표
사회 l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략이 제대로 모색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경제학적 측면, 즉 기업의 이윤추구

발

제

발표자

라는 본질에 부합하는 CSR에 대해 모
색해 보았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공헌(CSR)

토

론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사회공헌실 수석연구원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110

111

마거릿 대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대처의 정치철학과 경제정책은 오늘의 한국에 시사하는 바
가 매우 크다.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공기업을 과감히 개혁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일시 | 4월 17일(수) 14:00~16:00

강성노조에 맞서며, 영국을 유럽의 이류 국가로 전락하게 만드는 영국병에서 영국을

장소 | 광화문 S-Tower 베르텍스홀

구해낸 대처의 업적은 대처의 사후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경기불황과 재정건전성 악
화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처리
즘의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사망하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경

● 주제발표
사회 l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향하는 한국
의 현실에서 대처를 통해 오늘의 한국

발

제

발표자

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다.

마거릿 대처, 대처리즘 그리고 한국에의 시사점

토

론

박지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PART 3 다양한 계층과의 원활한 소통과 기업 사회공헌의 방향을 모색하다

면서 대처의 철학과 그녀가 추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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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는 경제민주화 개념과 실현방법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
었다. 이에 작년 한 해 동안 다섯 차례의 경제민주화 관련 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경제

일시 | 4월 17일(수) 9:30~12:00

민주화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2013년 2월에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약

장소 |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

속하며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최근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면, 과잉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 이념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평가해보고자 세미나를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의 금

개최하였다.

지청구, 전속고발권 폐지, 계열사 간
거래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
래정책들의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고

● 주제발표
사회 l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있는 시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법치주
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제1주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제2주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규제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토

론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승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12

113

한미 FTA 1년, 평가와 전망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2012년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미 FTA의 발효 1주년이 되었다. FTA의 성
과를 1년 만에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이익이 되는 부분은 더 키우고 보완이 필요한 부

일시 | 4월 23일(화) 14:00

분은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과

장소 | 63컨벤션센터 라벤더·로즈마리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1년, 평가와 전망’ 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
하여 한미 FTA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각 분야별로 점검해 보고 향후 나
아갈 방향에 대한 건강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대한민국은 무

● 주제발표

가 무역의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이
다. 우리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한미

제1주제

발표자

FTA의 지난 1년간 경험을 돌아보고 그
성과를 보다 극대화하고, G5로의 도약

한미 FTA 발표 1년간 경제적 효과

제2주제

ISD 제도의 올바른 이해
발표자

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제3주제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미 FTA 활용률 제고 방안
발표자

패널토론

김영귀 KIEP 지역통상팀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시욱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한성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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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8강에 진입하였다. 이는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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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컨퍼런스·포럼

‘바른 용어(正名)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
- 시장경제 용어에 드리운 낙인 벗기기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사상, 이념과 관련된 용어들이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사람들의 사회인
식에 혼란이 일어나고, 많은 경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벌어

일시 | 4월 25일(목) 10:00~12:00

지고 있는 복잡다기한 갈등의 기저에는 바른 용어를 쓰지 않은 데서 오는 혼란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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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하는 용어들 중에서도 의식적이든 무
의식적이든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전파되는 것들이 많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국가운
영원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거나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사회통합을 위

우리나라는 국가의 운영원리를 시장

한 대전제로 일단 용어의 혼란과 이로 인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껴 바른 용어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두고 있음에

(正名)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 용어에 대한 왜곡된 설명으로 국민
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다. 이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 주제발표
사회 l 복거일 소설가

바로 보게 하는 장을 마련했다.
발제1

사상적 측면에서의 바른 용어 모색
발표자

발제2

경제적 측면에서의 바른 용어 모색
발표자

토

론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변종국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원재 인터넷문화협회 대표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114

115

‘사회’란 무엇인가 - ‘사회적’이란 용어의 허와 실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사회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사회적’이란 말은 구체
적인 정책 앞에 붙으면서 정책화단계에 접어들었으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학술

일시 | 5월 13일(월) 14:00~18:00

적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투자, 사회책임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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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용어가 붙은 많은 정책들은 실은 정부개입이거나 세금투입, 혹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책임회피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이라는 말이 갖
는 위험성과 정책들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해 보고자 했다.

‘사회’, ‘사회적’이란 말이 ‘공익’과 일맥
적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상은

● 주제발표
사회 l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시장시스템의 활력을 저해하는 수단
으로 작용한다. ‘사회적’이란 용어를

발제1

발표자

철학적, 역사적으로 진단해보고 구체
적인 정책들의 문제점도 짚어보았다.

‘사회적’이란 용어의 문제점

발제2

‘사회책임’과 ‘사회정의’의 철학적 고찰
발표자

발제3

론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회적’ 약자, ‘사회적’ 일자리 고찰
발표자

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찰
발표자

발제6

배진영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사회적’ 투자 고찰
발표자

발제5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사회적’ 기업 고찰
발표자

발제4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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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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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집단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경제성장에 있어 그 기
여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은 규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새

일시 | 5월 20일(월) 15:00~17:10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도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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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규제의 정당성과 유효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경기침체의 장
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와 고용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는 황금알 낳는 오리를 잡는 격이라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규제

2013년 6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집단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규제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논의
가 예정되어 있다. 이 같은 논의에 앞
서 쟁점이 될 대기업집단 규제 관련

● 주제발표

입법이 과연 올바른 정책방향인지에
대해 중론을 모아보았다.

제1주제

금산분리 강화방안의 쟁점
발표자

제2주제

순환출자금지법안
발표자

토

론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승훈 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강 원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16

117

새 정부 복지정책, 증세 없이 가능한가?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은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대통
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게다가 경기침

일시 | 5월 23일(목) 14:00~16:20

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복지수요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향후 복지확대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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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어떻게 충
당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복지확대를 위
한 증세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러한 시점에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을 추계하고 복지재원 조달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현 시점에

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
용을 추정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

● 주제발표

한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했다.
제1주제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및 복지비용에 대한 평가
발표자

제2주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소득세 개편방안: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종합토론
좌장 l 이종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토

론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前 조세연구원 원장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한국재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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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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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컨퍼런스·포럼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고용 및 노동 관련 입법 현안들은 더 이상 기업과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
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의 영향에 대

일시 | 5월 27일(월) 14:00~16:30

한 심층적인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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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을 모시고 사내하도급 활용에 대한 규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규제 등에
관한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2013년 국회에서 논의된 고용 및 노동
관련 각종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현안

● 주제발표
사회 l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

과 쟁점을 점검하는 정책세미나를 개
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제1주제

발표자

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 정책제
언을 모색하였다.

외부 노동력 활용 규제에 관한 현안과 쟁점

제2주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현안과 쟁점
발표자

제3주제

론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비정규직 규제에 관한 현안과 쟁점
발표자

토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

118

119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기업집단 규제를 위한 국회의 공정거래법 개정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개별 기업
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논의도 시작되어 2013년 9월 국회에서 본격화될

일시 | 7월 8일(월) 14:00~17:40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상법은 현행 상법상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집행임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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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집중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상법개정이 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지배구조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경영
활동의 전략적 공간을 지나치게 좁힐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법개정 방안을 모색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논쟁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판단의 존중’이 조화될 수 있는

● 주제발표
사회 l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법개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주제

집행임원제 의무화
발표자

제2주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발표자

제3주제

론

김지환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집중투표제 의무화
발표자

토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

김정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최승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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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 날의 칼과 같은 ‘경영자 통제’와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세미나·컨퍼런스·포럼

우리 시대 통합의 지향점과 방법의 모색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선진국의 목전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는 우리에게 물적 투입을 넘어 사회적 자
본으로서 통합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통합을 이념, 지역, 계층, 세대

일시 | 7월 23일(화) 14:00~16:00

간의 어정쩡한 봉합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정책들을 펴나간다면 통합은 더욱 요원한 것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이 되고 만다. 역대 정부가 통합을 외쳤지만 실패한 이유도 통합에 대한 접근이 이러한
시각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통합의 가
치와 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 이런 통합의 가치 없이 통합 그

사회갈등을 무조건적 병리현상으로

자체가 목표가 될 경우 실패한 통합정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현시점에 대한민국

판단, 이를 단시간에 해결하려는 성급

에 필요한 통합의 지향점은 무엇이고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한 정책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불가능하다. 토론회를 통해 우리 시대
에 필요한 통합의 지향점과 방법에 대

● 주제발표
사회 l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해 모색해 보았다.
발제1

우리시대의 통합, 어디로 가야하나
발표자

발제2

통합을 위한 가치의 모색
발표자

토

론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안도경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병혜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20

121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
겠다는 상법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당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축적된

일시 | 9월 3일(화) 14:00~17:30

연구와 실증적 경험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지배주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장소 | 63컨벤션센터 로즈마리&라벤더 룸

장치가 많을수록 좋은 지배구조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안정적 경영을 도
모하면서 소수주주도 보호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모색하는 것에 과연 하나의 획일적인
답안이 존재할까? 이번 상법개정 추진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문가들

지난 7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

을 모시고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많은 검토와 연구를 진
행하면서, 기업경영활동 현장에 계신

● 주제발표
사회 l 이형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문가들의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함을 실감하였다. 이

제1주제

발표자

에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지배구조 형
태를 모색해 보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제2주제

집행임원제 의무화
발표자

제3주제

론

송양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발표자

토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정환 현대오일뱅크 상무 백승재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건 산은지주 준법감시인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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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상법개정안>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세미나·컨퍼런스·포럼

국민연금 의결권ㆍ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최근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
민연금의 주식시장 및 투자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

일시 | 9월 24일(월) 10:00~12:00

연구원에서는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100% 행사, 사외이사 추천, 주주소송 등 국민연금

장소 | 63컨벤션센터 로즈마리&라벤더 룸

주주권 강화 방안과 관련한 정책들의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국민연금 가입자, 주주, 기업경영자 각각의 입장에서 폭넓게 논의
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최근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행사 강
화방안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 주제발표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 불안과 기업 불
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세션 1

함께 모색해 보고자 전문가들의 진단
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사회 l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1주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
발표자

하였다.
제2주제

국민연금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의결권행사의 기본방향
발표자

세션 2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 l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

론

강성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2

123

한국경제 성장 엔진, 기업가정신이 꺼지고 있다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기업가정신은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힘이자 앞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식기반산업, 서비스분야의 산업

일시 | 10월 29일(화) 14:00~17:00

화, 벤처산업 등도 기업가정신의 존재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하고 한국에서 기업가정신은 점점 꺼져가고 있다. 경제민주화, 반기업정서는 한국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인 기업
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진단해 보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이다. 그러나 반기업정서, 정부규제의

● 주제발표
사회 l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강화로 기업가정신은 이전에 비해 쇠
퇴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발제1

발표자

었던 기업가정신을 다시 융성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기업가정신의 국제비교

발제2

기업가정신 이론의 전개와 정책적 시사점
발표자

토

론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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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 기업가정신의 부흥이 필수적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세미나·컨퍼런스·포럼

임금체계 개선 관련 주요 현안과 쟁점
- 통상임금, 정년연장 및 시간선택제를 중심으로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지난 4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선택제

일시 | 11월 27일(수) 14:00~17:30

일자리 확대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장소 | 63컨벤션센터 로즈마리 룸

정확히 진단하고자 통상임금의 범위, 정년의 연장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의 관점
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근본적인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을 위
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

● 주제발표
사회 l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 통상임금,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
한 쟁점을 파악하고 임금체계 개선을

제1주제

발표자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
련하였다.

임금 관련 주요 쟁점

제2주제

정년 60세 법안과 임금체계 개편
발표자

제3주제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통상임금 소송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
발표자

제4주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시간선택제 근로의 법적 쟁점
발표자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l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토

론

김태호 CJ 상무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선임연구위원
이정식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원장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124

125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 및 바람직한 정부역할 모색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기업의 자선활동과 기부활동의 양적증대를 목표로 한 논의부터 효과적인 CSR의
방법론, 규범적 차원에서의 CSR에서 지속가능한 CSR을 위한 전략모색에 이르기까지

일시 | 12월 5일(목) 14:00~17:00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화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적 접근, 즉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중회의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 CSR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CSR에 대한 외부
요인의 인위적 개입과 제도적 강제는 오히려 민간의 자발적 CSR의 의지를 감소시킬 수

최근 기업의 책무성의 범위와 한계에

있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규범적 접근에 머물러 있고 경제학
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CSR에 대한 논

● 주제발표
사회 l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학
문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의견을 모

발제1

한국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발표자

았다.
발제2

규제의 역설 - 공유가치 창출(CSV) 관점에서 본 프랜차이즈
사업규제 효과
발표자

토

론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하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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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자유주의를 말하는가
- 자유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정책세미나

● 개최배경
이념,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학문적 영역에서 그간 소외되어 있었다. 그러
나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 대증적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이

일시 | 12월 10일(화) 14:00~17:30

념과 사상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공동체자유주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의, 진보적 자유주의 등 수식어가 붙어 많이 언급되고 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란 역
시 여전히 뜨겁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자유주의를 자유주의학자들의 이념
적 여정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책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출간에 맞춰 토론회를

자유주의는 경제사상으로서뿐만 아니

진행하고 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라 정치, 문화, 역사 등 사회 전반에 걸
친 작동원리로 그 의미와 영향력을 넓

● 주제발표
사회 l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혀가고 있다. 자유주의는 부자와 기득
권을 위한 이념이 아니며 반간섭주의,

발제1

자유주의,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이념인가
발표자

반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
며 정부규제의 확대 움직임, 보편적복
지 등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큰 시사점

발제2

있었다.

간섭주의, 사회주의의 대척점에서의 자유주의
발표자

을 줄 수 있음을 토론회를 통해 볼 수
발제3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유주의의 순례자들
발표자

발제4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유주의와 실천의 문제
발표자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조전혁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컨퍼런스·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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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동세미나]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경제성장
- 한ㆍ일 신정부 전략
Economic Policies for Further Growth of Japan and Korea

컨퍼런스·학술대회

● 개최배경
글로벌 저성장은 21세기에 한국과 일본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과제이자 동시에 공조가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글로벌 저

▶ 공개 심포지엄

성장이라는 공동 도전에 대응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의 경험과 고민에서 교훈을

일시 | 4월 18일(목) 16:00

얻고 양국의 성장을 상호보완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경제

장소 | Keidanren Kaikan,

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및 일본 경단련 21세기정책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다이아몬드홀

바로 선 자본주의’ 공개 심포지엄 및 비공개 워크숍을 통해 저성장의 고착을 막고 새로
운 도약을 위한 거시적·미시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비공개 워크숍
일시 | 4월 19일(금) 13:00
장소 | KKR 호텔 Toki홀

공개 심포지엄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대담회
■ 개회사 : Tomijiro Morita 21세기정책연구소 원장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한·일 정부는 글

■ 좌 장 : Yukito Fukagawa Waseda University 교수

로벌 저성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새로

■ 발 표 : 안종범 국회의원

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및
일본21세기정책연구소는 일본 경단련

전문가 워크숍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경제 성장: 한·일 신정부 전략

회관에서 공개 심포지엄 및 비공개 전
문가 워크숍을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
였다.

■ 사 회 : Kubota Masakazu 일본 경단련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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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세션 1

Impact of Human Resource on Economic Growth
좌장 l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제1주제

Japan’s Economical Growth and Human Resource
발표자

제2주제

Kotaro Tsuru Keio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

HRD for Sustainable Growth and Overcoming Bipolarization
발표자

이기성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자유토론

세션 2

Regional Policy and Economic Growth
좌장 l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New Growth Areas and Regional Industrial Policy
발표자

제2주제

Toru Nabeyama 일본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Economic Growth of Korea: Recent Trend and Future Prospect
발표자

김종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유토론

세션 3

Finance and Welfare Policy for Sustainable Social Welfare
좌장 l 모종린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주제

Finance and Welfare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Social
Welfare
발표자

제2주제

Finance and Welfare Policies for Sustainable Social Welfare
발표자

자유토론

Takero Doi Keio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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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게이오경제연 공동세미나] 근혜노믹스 vs 아베노믹스
- 한ㆍ일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과제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New Leaderships in Japan and Korea

컨퍼런스·학술대회

● 개최배경
한·일 양국의 신정부는 창조경제를 앞세운 ‘근혜노믹스’와 양적완화에 기반한 ‘아
베노믹스’를 통하여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한·일 양

일시 | 9월 26일(목) 10:30

정부가 당면한 여러 경제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한

장소 | 게이오대학교 East Research

국경제연구원과 일본 게이오경제연구소는 근혜노믹스 vs. 아베노믹스: 한·일 신정부

Building

의 경제정책과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양국의 거시경제, 무역정책 및 신성장전략에 대
해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최근 한·일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대내
외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 주제발표

양국 신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특징
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양국

세션 1

Macroeconomic and Trade Policies of Japan and Korea

경제의 향후 전망을 진단하며 미래 세

좌장 l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NAOYUKI YOSHINO 게이오경제연구소 소장

생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

From Regional to Global Production Networks:
Linkage of North America with East Asia

였다.

발표자

대에 주는 시사점을 게이오대학교 학

제1주제

제2주제

Korea’s FTA Policies at a Crossroad
발표자

토

론

Fukunari Kimura Keio University 교수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Toshiyuki Matsuura Keio University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션 2

New Growth Strategies of Japan and Korea
좌장 l NAOYUKI YOSHINO 게이오경제연구소 소장

제1주제

What is Abenomics? Optimal Fiscal Policy Rule to Make Fiscal
Consolidations
발표자

제2주제

A Creative Korea Vision and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발표자

토

론

Naoyuki Yoshino Keio University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asnori Fujita Keio University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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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ADB 국제컨퍼런스] 아시아 제조업의 미래
Future of Factory in Asia: Economic Impacts and Policy Challenges

컨퍼런스·학술대회

● 개최배경
동아시아 지역은 선진국 소비자를 겨냥한 제조업의 급속한 수출산업화를 통해 비
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지상주의에 대한

일시 | 10월 2일(수) 10:00~16:30

비판, 급증하는 보호주의 추세는 이러한 성장 패러다임에 도전을 던지고 있다. 한편,

장소 | 조선호텔 라일락홀 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광역권 경제통합논의의 진전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아시아개발
은행과 공동으로 아시아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제조업 분야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당면 과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업의 혁신을 가속화 할

진국 수출의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의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성장 한계에 부
딪히고 있다. 이에 국내외 저명한 전문
가들과 아시아 제조업의 미래를 진단

● 주제발표

해 보고 한국 제조업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

세션 1

제조업의 아시아를 넘어

였다.

사회 l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제1주제

Beyond Factory Asia: Fuelling Growth in a Changing World
발표자

제2주제

Can FTAs Support the Growth or Spread of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n Asia?
발표자

토

론

Thiam Hee Ng Asian Development Bank

Jayant Menon ADB

이현훈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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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아시아에서의 제조업 아웃소싱의 효과
사회 l 이경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제1주제

The Effect of International Outsourcing on Job Growth in Korea
발표자

제2주제

Changing Competitiveness of Japanese Manufacturing Sector and Firms
in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in Asia
발표자

제3주제

론

Shujiro Urata Waseda Univerity 교수

D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ain From Global Production
Networks?: Evidence from Korea
발표자

토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현혜정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규판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미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션 3

독일 제조업 경쟁력 유지의 원천
사회 l 성극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제1주제

What Has Been Maintaining Germany’s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발표자

사례연구

Supply Chain Organization and Technology Cooperation arou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발표자

토

론

Federico Foders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Thomas Geyer President,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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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국제심포지엄]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가 경제성장에 주는 함의
Regulatory Crimes and Overcriminalization: Implication for the Korean Legislative Policy

컨퍼런스·학술대회

● 개최배경
기업 활동이 활발하고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때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경
제는 발전한다. 하지만 각종 범죄화 위험으로 기업 활동의 영역이 축소되고 기업가정신

일시 | 11월 7일(목) 09:30~18:00

은 후퇴하고 있다. 창의와 혁신의 노력이 시급한 현재, 각종 기업 활동의 범죄화 가능성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벨뷰룸

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법경제학의 국내외 저명학자
들을 초대해 과잉범죄화의 원인과 현황, 한국의 과잉범죄화 추이와 해외국가사례들과
의 비교, 그리고 현 한국의 법체계 및 처벌기준의 개선방향을 토의하고 모색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상법
더욱 많은 기업 활동을 범죄영역에 포

● 주제발표

함시키려한다. 현 법체계 하에서 관찰
되는 기업 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 추

제1주제

발표자

이를 파악하고 이로 발생되는 문제점
을 진단해보고자 국제 심포지엄을 개

국부가 증가함에 따라 형법의 영역이 축소되어야 하는가?

제2주제

최하였다.

한국의 과잉범죄화 현황: 규제범죄, 기소형태 및 공정거래법 등을
중심으로
발표자

제3주제

Henrik Lando Law Department, Copenhagen
Business School 교수

미국의 과잉범죄화: 현황, 원인, 그리고 관계 이슈들
발표자

자유토론

Fernando Gomez Universitat Pompeu Fabra,
School of Law 교수

경제활동의 과잉범죄화가 주는 위험: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제6주제

Nuno Garoupa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교수

범죄화의 다양한 측면들: 스페인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자

제5주제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형법과 형사제재의 범위: 경제학적 시각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자

제4주제

Hans-Bernd Schϴfer Bucerius Law School 교수

Joanna Shepherd-Bailey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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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한국규제학회 공동세미나]
2013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컨퍼런스·학술대회

● 개최배경
새 정부는 창조경제의 융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

일시 | 6월 12일(수) 10:00~18:00

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핵심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지 반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도 아직 창조경제의 융성을 위한 규제개선 논의는 부족한 편
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가 공동으로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
혁 과제’라는 주제 하에 창조경제의 효율적 발현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학

새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은 창조경제

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나 아직 창조경제의 발현을 막는 불
합리한 규제가 다수 있다. 이에 한국

● 주제발표

경제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는 ‘미래

제1주제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주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과제 –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제로 서비스산업 규제 및 중소기업정

발표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책의 개선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

토론자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

하였다.

제2주제

제3주제

제4주제

제5주제

제6주제

제7주제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정책
발표자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김영지 카이스트 교수

토론자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발표자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김 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 및 한계
발표자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토론자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의원 규제입법 분석
발표자

김태윤 한양대학교 교수 김주찬 광운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관보 가톨릭대학교 교수

납품 가격 규제의 경제 분석: 일률적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발표자

정기화 전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정호 연세대학교 교수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발표자

정진욱 연세대학교 교수 최윤정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자

한현옥 부산대학교 교수

북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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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북콘서트

● 개최배경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통합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일시 | 6월 4일(화) 15:00~17:00

를 지나 선진화의 목전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에서, 통합의 의미는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무엇이고 통합의 방향과 방법론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3명 저자들의 통합을 주제로 한 칼럼을 엮어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출간했다. 이에 맞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통합의 모습을 묻

새 정부가 국민통합을 국정목표로 삼

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고 있지만, 통합의 방향과 목표를 좌·
우의 단순한 혼합, 국민 100%의 통합
에 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에 『통

● 주제발표
사회 l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출간
에 맞춰, 통합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발

제

통합의 본질 - 適불균형, 適불평등 적합
발표자

모색하고자 했다.
토

론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136

137

기적의 역사를 바로보다 - 대한민국 역사

북콘서트

● 개최배경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후 우리 앞에 펼쳐진 현대사의 매 순간들은 기적의 역사로 기
록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 치 앞도 예측키 어려운 시대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일시 | 8월 13일(화) 14:00~16:00

의 두 원칙을 택해 건국을 이룬 선각자들의 결단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산업화와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번영의 역사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간 대한민국의 역
사는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폄훼되었다. 이런 역사의식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반기업정서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호도하고 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도모하고 한국사회의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와 시장경제로,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

하고자 한다.

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과 폄훼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 주제발표
사회 l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다. 이러한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저서 『대한민국의 역사』(이영훈 저)의

발

제

대한민국 역사 - 나라만들기 발자취 1945~1987
발표자

출간에 맞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

론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소미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
류석춘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
이한우 조선일보 여론독자부장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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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강국, 인재전쟁의 시대의 이민정책

북콘서트

● 개최배경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해외유
학생, 재외동포 등 한국사회의 인적자원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 | 11월 5일(화) 15:30~17:00

우리는 아직 다인종사회, 다문화국가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히 이들을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 서의 논
의는 거의 전무한 현실이다. 세계가 인재전쟁에 돌입해 있는 이 때, 우리의 새로운 인
적자원인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은 어떻게 구

지금 산업현장 곳곳에서 인력난을 호

축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본다.

소하고 있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우수
인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에 대한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 주제발표
사회 l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
의 활용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발

제

인재전쟁 시대, 이민강국의 길
발표자

토

론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홍성수 국립국제교류원 국제교류부 부장

KERI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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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KERI Forum은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희망 KOREA: G5를 향한 창조경제의 길’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다. 제1회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안종범 국회의원,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배순훈 S&T중공업 회장 및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한국경제에 있어 ‘창조경제’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총 5회 개최되었다.

● 개최배경
KERI Forum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권위 있는 각계의 전문가 및 정책 당
국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의 중요 현안들에 대한 고견을 듣고, 이에 대한
혜안 공유 및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조찬 형식으로 진행된다.

● Forum 개요
제1회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일시 | 3월 26일(화) 7:30
장소 | 플라자호텔 메이플 홀
발표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창조경제란 창조력, 응용력, 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대기업 간
의 상생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이며 경제민주화는 경
제주체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성공조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창조인력의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융합·통섭의 연구·개발·사업화·인프라 구
축, 창업 금융의 원활한 작동, 대중소기업 상생구조의 정착, 창의력을 저해하는 규제철
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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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위한 새 정부와 기업의 역할
일시 | 4월 30일(화) 7:30

창조경제를 위해 정부는 꿈과 끼를 살리는 창조교육,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제민주
화,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구조를 위한 창조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기업은 직

장소 | 플라자호텔 메이플 홀
발표 | 안종범 국회의원(새누리당)

원들의 창의성 도모를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문화를 개선하며, 창조적 여성인
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스펙을 초월한 창의적인 인재를 영입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고용우선의 경제운용
일시 | 5월 28일(화) 7:30

최근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부진이다. 이는 전
통적인 주요 경제지표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며 총량고용지표로도 심각성이 잘 느
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과 서비스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또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
적하였다.

장소 | 플라자호텔 메이플 홀
발표 |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PART 3 다양한 계층과의 원활한 소통과 기업 사회공헌의 방향을 모색하다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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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컨퍼런스·포럼

제4회

창조경제를 위한 기업의 역할

일시 | 6월 27일(목) 7:30
장소 | 플라자호텔 메이플 홀
발표 | 배순훈 S&T중공업 회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어야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사회
적 책임으로 사회복지에 기여, 문화, 예술에의 후원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
사회적 책임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며 이러한 기업들이 많아야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기대를 만
족시킬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곧 창조경제이며, 이것이 창조경제 창달
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제5회

창조경제와 여성인재

일시 | 8월 29일(목) 7:30
장소 | 플라자호텔 메이플 홀
발표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창조경제 시대에 국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유리천장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GDP 3만 불 이상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2%, 그리고 여성고용률은 60% 이상이며 해외
사례를 보면 경제성장과 여성인력 활용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성
장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70% 달성과 여
성인재 활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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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장 커다란 가치이자,
선진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
자유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들과 함께
창조 대한민국의 더 큰 걸음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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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및
학술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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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연구회

● 발족 배경 및 운영
본 연구회는 최근 2～3년간 시장경제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의
기호에 맞추어 규제 일변도로 전개되었던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으
로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이후 나타난 반기업·반기업인·반시장 정서에 대한 극복방
안으로서 기업가정신을 고찰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특히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기
조로 제시함에 따라 그 핵심 성공조건으로서 기업가정신을 조명하고 고취 방안을 도출
하고자 한다. 격월 1회 회동을 원칙으로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연구회는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고, 한국

●인적 구성

사회에서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업 및

대학 및 연구소 김용열 홍익대학교 교수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역할
을 경제·경영·과학기술 분야 등 다양
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있다. 2013년

김원규 산업연구원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원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이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영복 부산대학교 교수

허두회 SK주식회사

홍재범 부경대학교 교수

었다.
문 화 계

이 호 라디오 방송작가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위원, 대중문화평론가

언 론 인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방실 동아비즈니스리뷰 기자

정혁준 한겨레신문 기자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3월 19일(화) 17:00
주제 | 21세기형 기업가정신을 찾아서
발표 | 정혁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내용 | 기업가정신은 금융, 기업의 평직원, 자영업자, 청년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발
휘되어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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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 해 동안 총 5회의 연구회가 개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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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날짜 | 5월 30일(목) 17:00
주제 | 창조경제 실현방안
발표 |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
내용 | 과학기술 및 ICT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현한다면 창조경제를 구현하여 한국경제
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3회

날짜 | 7월 10일(수) 17:00
주제 | GEM 2012 연구결과
발표 | 반성식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GEM 한국 대표
내용 | 창업활동은 전반적으로 질적, 점진적 개선 추세이나 창업의 구조적 여건을 개선하여 기회추구
형 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제4회

날짜 | 10월 16일(수) 17:00
주제 | 우리나라 국민의 기업 및 경제 현안 인식 조사
발표 |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내용 | 반기업 정서는 여전히 높고 기업·기업가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졌으며 시장원리와 경제현안 관
련 국민들의 오해도 존재한다.

제5회

날짜 | 12월 5일(목) 17:00
주제 | 한국의 엔젤투자 현황 및 문제점
발표 |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내용 | 창업문화 및 네트워크 조성이 가장 중요하며, 엔젤투자에서는 기술보다 아이디어, 가능성, 창업
자 인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관건이다.

148

149

FTA 연구회

● 발족 배경 및 운영
DDA 등 다자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 EU, 아세안 등 주
요 무역상대국들과의 FTA 체결에 성공함으로써 동북아 자유무역의 허브로 부상하였
다. FTA와 관련하여 미시적·거시적 세부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따라 본 연
구회는 FTA 심층 분석 및 현안 파악과 대응 전략 마련에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또한 연구회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무역투자환경
에 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

FTA 연구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 한다.

활발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급변하
는 세계 무역투자환경에 대한 정책 제
언을 비롯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

●인적 구성

략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4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연구회장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회

원

남영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

박덕영 연세대학교 교수

박원석 중앙대학교 교수

성극제 경희대학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재형 고려대학교 교수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

조영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채 욱 경희대학교 교수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창규 명지대학교 교수

허 윤 서강대학교 교수

이홍식 고려대학교 교수

김한성 아주대학교 교수

송유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송백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

안세영 서강대학교 교수

●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3월 11일(월) 16:00
주제 | 통상조직 개편 이후 한국의 통상정책 과제
발표 |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PART 4 자유주의 확산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다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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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통상조직 개편 이후 산업통상시대의 도전과 과제, 소고기 추가 수입 허용, ISD 추가 협상, 쌀 관
세화 등을 논의하였다. 신정부는 FTA 추진 등 지속적인 개방화 정책을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고 주변국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2회

날짜 | 4월 8일(월) 16:00
주제 | Net Impact of the TPP and the RCEP: An Analysis Using a Dynamic CGE Model
발표 |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내용 | Dynamic CGE Model을 이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TPP에 가입했을 경우와
RCEP에 가입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RCEP이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
에게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TPP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
으므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할 경우 TPP 협상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3회

날짜 | 5월 13일(월) 16:00
주제 | 통상 4.0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의 통상정책 Blueprint
발표 | 이경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내용 | 국내외통상환경에 대한 분석 후 기존 통상정책을 평가하였다. 신정부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은
혁신 촉진형, 일자리 창출형, 서비스 빅뱅 촉진형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무역
확대 지향의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회

날짜 | 11월 12일(화) 16:00
주제 | 최근 한국의 FTA 정책 동향 평가 및 전망
발표 |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단장
내용 | TPP 참여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TPP 협상의 동향 및 주요국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
렴 결과, 우리경제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정립해야 한다. 한중 FTA와 한중일
FTA의 관계는 한중 FTA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되, 한중 FTA를 통해 얻는 혜택이 한중일
FTA로 잠식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이 되도록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한중일 FTA와 RCEP과의 연
계를 강화하여 정합성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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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복지ㆍ재정 연구회

● 발족 배경 및 운영
지속가능 복지·재정 연구회는 우리나라 복지의 현황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과 삶의 질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복지·재정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일
반 복지 뿐 아니라 조세 및 연금, 보건의료, 교육 등 관련 분야를 망라하여 우리나라 복
지의 현황 및 해외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퍼 주기’식
복지를 지양하고 재정건전성 유지 및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속가능 복지·재정 연구회는 우리나
라 복지의 현주소에 대해 심층적으로

●인적 구성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복지·재
정·조세 정책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자 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5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김상겸 단국대학교 교수

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의춘 데일리안 편집국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3월 20일(수) 16:30
주제 | 2013년 나라살림과 복지예산
발표 |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내용 | 2013년 예산 증액은 3.9조 원으로 복지 및 교육 분야에서 주도되었는데 향후 소
득취약 대상을 정확히 조준하여 적기에 보호·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기능 분담과 예산 배분을 위하여 상호 관계의 재정
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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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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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날짜 | 4월 10일(수) 16:00
주제 | 인수위 기초연금(안)의 의의
발표 |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용 |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제도적 취약성, 불완전성, 모호성 등의 이유로 동 제도의 기초연금 전환이
현재 논의 중이다.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후보장 강화 및 노인빈곤 완화에 이바지하며,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을 하나의 법률체계 하에 통합·연계함으로써 두 제도의 일원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 재정소요액도 감소시킨다.

제3회

날짜 | 5월 29일(수) 16:00
주제 | 인수위 국민행복연금(안) 평가
발표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용 |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가입유인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며 막대한 비용
을 투입하고서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기 어렵기 때문에 인수위 기초
연금(안)은 사회정책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제4회

날짜 | 9월 5일(목) 16:00
주제 | 직능제약 선호와 정치제도가 사회정책 발달에 미치는 효과
발표 |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내용 | 국가의 사회정책 발전 양상은 사회구성원들이 가진 선호와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선택하
는 기제인 정치제도(위원회제, 비례대표제, 다수대표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정책은 상대
적으로 낙후된 정치체제라고 간주되는 위원회제에서 가장 덜 발전하고,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경우에는 다수대표제보다 비례대표제에서 더 발전한다.

제5회

날짜 | 10월 23일(수) 16:30
주제 | 사회서비스 품질모형에 대한 일고 - 최적제도이론 소개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발표 | 김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내용 | 사회서비스 품질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교육서비스는 단위비용 인하 혹은 서비스 품질 향상, 보
육서비스는 시장형성 유도, 의료서비스는 축소형제공방식, 노인요양서비스는 시설확충·인프라
조성·인식제고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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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서비스정책포럼

● 발족 배경 및 운영
현 정부는 서비스업이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수
많은 서비스업 육성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 이에 본 포럼
은 1) 서비스업 전체가 아닌 업종별로 접근하고, 2) 산업현장 및 정책당국의 의견취합,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해법에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며, 3) 일회
성이 아닌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2013년 10월부터 월1회 포럼을 개최한다.

KERI 서비스정책포럼은 학계·연구

●인적 구성

소·언론계·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업종별로 선정된 주제에

원

내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이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를 통해 서비스업 발전 방향을 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실용적 측면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강소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2013년 10월부터 총 2회의 포럼이 개
회

원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두원 연세대학교 교수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김준동 KIEP 선임연구위원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

변정우 경희대학교 교수

성극제 경희대학교 교수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허 윤 서강대학교 교수

한원곤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경태 고려대학교 교수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

손혜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정기택 경희대학교 교수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

허승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에디터

윤유식 경희대학교 교수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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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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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10월 15일(화) 07:00
주제 | MICE산업 순항을 위한 방향키 제안
발표 | 오성환 한국 MICE협회 회장
내용 |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실업 문제 등 고용과 관련하여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이 중요한 성장동력이며, MICE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고용지원
이 필요하다. 또한 컨벤션센터를 추가적으로 설립하여 이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

제2회

날짜 | 11월 26일(화) 07:00
주제 | 의료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
발표 | 한원곤 강북삼성병원 외과 교수
내용 | 건강보험정책 및 각종 규제로 인해 병원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국내 의료서비스의 글로
벌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향후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의료수가를 높이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국내 의료서비스가 기기산업, 바이오산업, 제약
산업 등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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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 연구회

● 발족 배경 및 운영
공공선택이론을 통해 정치권의 의사결정 매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정책 및 입법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선제적 대응을 가능케 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
도출과 대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실패 및 정치실패를 관료나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 바라보는 공공선택론의 시각은 제도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
고 이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회는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워킹페이퍼 및 정책연구서를 발간한다.

공공선택연구회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메커니즘을 경제학적 방법

●인적 구성

으로 분석하는 공공선택론적 접근을
통해, 각종 입법과 정부정책의 입안과
적용이 가능한지 살피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11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상헌 서울대학교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인영 한림대학교 교수

김태하 중앙대학교 교수

김행범 부산대학교 교수

민경국 강원대학교 교수

안도경 서울대학교 교수

전희경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정책팀장

●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1월 24일(목) 10:00
주제 | 지대추출에 관한 연구
발표 | 김행범 부산대학교 교수
내용 | 지대추출 이론은 입법자가 직접, 혹은 전문화된 관료기관을 통해 민간에게 비용
부과를 위협하거나 실제로 비용을 부과한 경우에 선출직 정치인들이 그 비용을
경감해 줌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대추출 이론은 종래의
Posner식의 규제의 경제이론(Economic theory of regulation)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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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연구회·칼럼·도서발간·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제2회

날짜 | 2월 26일(화) 10:00
주제 | 관료제와 공공선택론
발표 | 황수연 경성대학교 교수
내용 | 관료적 개입은 시장 기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기능이 사라지게 하는 압력으로도 작
용한다. 정부의 역할이 증대하면 관료들이 결정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소비자 만족이 덜 충족되
면 지대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관료제로 인한 문제의 해결에도 재산권의 설정과 경제 계
산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3회

날짜 | 3월 15일(금) 10:00
주제 | 공공선택론의 현실에의 응용
발표 |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내용 | 공공선택론의 기저에는 사람들은 self-interest를 추구하는 존재이지 public interest를 추구하
지 않는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특히 공익을 내세우는 사람과 집단일수록 self-interest를 강하
게 추구한다는 것은 국회, 청와대, 행정부, 시민단체 등의 사례를 통해 확연하게 볼 수 있다. 때문
에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는 이들의 행태를 개인적인 문제와 해결에 두지 않고 사회의 구조와
제도적인 문제로 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며 여기에 공공선택론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제4회

날짜 | 4월 19일(금) 10:00
주제 | 협동 네트워크에서 중심과 주변의 분리
발표 | 안도경 서울대학교 교수
내용 | 사람들의 협동을 설명하는 데는 보통 죄수의 딜레마나 네트워크 이론이 사용된다. 현대와 같이
촘촘하게 연결된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의문의 답은 네트워크와 협동이 협응
하면서 공진화하는 것으로 내릴 수 있다.

제5회

날짜 | 5월 24일(금) 10:00
주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사례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고찰
발표 | 김태하 중앙대학교 교수
내용 | 2012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공공선택론의 해석이 잘 적용됨
을 알 수 있다. 개정과정에서 상정된 공익은 망 중립성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대기업, 중소
기업, 국회의원, 공공기업, 전문가 집단 등의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공익을 주장하고 있으나 결
국 기업의 이윤, 정치적 입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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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 연구회

● 발족 배경 및 운영
경제현상, 기업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로널드 코즈
에 의해 체계화된 법경제학적 접근이 매우 유용한 수단이고 국제적으로도 이에 대한 연
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회는 법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각종 사회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
을 모색하기 위해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워킹페이퍼 및 정책연구서를 발간한다.

법경제연구회는 신고전경제학 이론으

●인적 구성

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제현상 및 기업
현실을 법경제학이란 틀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한다. 2013년 총 11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재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광호 한양대학교 교수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교수

민희철 한성대학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송옥렬 서울대학교 교수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

전희경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정책팀장

●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1월 14일(월) 16:00
주제 |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발표 | 이동진 서울대학교 교수
내용 | 위자료 산정에 있어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굳어진 공식과 법관들의 판단에는 경
제학적 사고체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발전할수록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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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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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날짜 | 2월 19일(화) 16:00
주제 | 법원 서비스에 대한 생산함수의 추정
발표 | 민희철 한성대학교 교수
내용 | 법원 서비스에서 재판의 공정성, 신속성, 비용의 절감은 모두 중요한 요소이나 이 요소들 간에
상충이 발생한다. 세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사의 수, 사건의 성격, 소송기간 등 여러 인자
들을 변수로 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해 보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적 수준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제3회

날짜 | 3월 19일(화) 16:00
주제 | 코즈정리, 내부화, 그리고 법경제학의 체계
발표 | 송옥렬 서울대학교 교수
내용 |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시키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을 달성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사전적 효율
과 사후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설계하는 것일 수 있다.

제4회

날짜 | 4월 16일(화) 16:00
주제 | 사법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표 |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내용 | 사법정책 연구에서 사법제도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수사 및 검거를 위한 재원투입 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특히 over-criminalization을 억
지할 필요가 있다.

제5회

날짜 | 5월 21일(화) 16:00
주제 | 조세정보 공개수준의 법경제학적 분석
발표 |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내용 | 각 나라마다 공개되는 조세정보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적정한 조
세정보 공개수준은 어디까지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코즈이론을 응용하여
TCI재산권과 거래비용을 분석하면 최적 수준의 조세정보 공개수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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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날짜 | 6월 18일(화) 16:00
주제 |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쟁점과 문제점
발표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내용 | 규제의 방향은 소유개념에 기초한 사전적, 획일적 규제가 아닌 계약개념에 기초한 사후적, 개별
적 규제가 바람직하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은 이에 역행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들의 수정 및
철회가 필요하다.

제7회

날짜 | 7월 18일(목) 16:00
주제 |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발표 |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내용 |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Alfred D. Chandler, Jr 교수의 명저 Visible Hand는 기업의 성장과 변
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외생적 요인인 획기적인 기술의 발달이 시
장을 확장시키고 이는 다시 더 큰 시장에 맞는 기술진보를 촉진한다는 사실은 기업의 규모팽창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날짜 | 8월 13일(화) 17:00
주제 | 지역별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발표 |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교수
내용 |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득불평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아직 미흡한 실
정이다. 범죄발생에 있어 소득불평등 효과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니계수가 높으면 범
죄공급량이 증가하고 특히 하위소득의 중위소득 대비 격차가 심화되면 범죄공급량이 뚜렷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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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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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날짜 | 9월 24일(화) 17:00
주제 | The Valu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발표 |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
내용 | 대주주가 기업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주주의 영향력을 산술적 수치로 규명하는 것은 어
려우나 매우 의미가 있다. 방법론적으로 대주주의 범법행위에 따른 재판과정과 그 결과에 따른
주가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 대주주는 기업가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10회

날짜 | 10월 15일(화) 16:30
주제 | 우리나라 공용수용의 흐름과 정조시대의 공용수용
발표 |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내용 | 우리나라 공용수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관련 통계의 불완전성과 공용수용에 따른 분쟁이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용수용제도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국가측면에서 사업의
효율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또한 정조시대
공용수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당보상이라는 공용수용의 원칙이 근대적 산물인지 살펴볼 수
있다.

제11회

날짜 | 11월 19일(화) 16:00
주제 | 민사소송 인지액에 관한 분석
발표 | 김광호 한양대학교 교수
내용 | 인지액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인지액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성격에 따라 적정한 인
지액을 도출하는 것이다. 행정적 단순화를 위해 인지액을 정액제화 하는 정책에는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소가의 과장을 막기 위한 누진적 인지액 책정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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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연구회

● 발족 배경 및 운영
자유주의적 사고와 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개별적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에 반해 자유주의 그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아직까지 미흡하기만 하다. 세계
각국에서 오랜 기간 사상연구에 몰입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
다. 자유주의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성의 발전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있는 비판과 대안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워킹페이퍼 및 정책연구서를 발간한다.

자유주의 연구회는 각종 사회이슈와
개별 정책연구에 비해 등한시되고 있

●인적 구성

는 이념과 사상에 대한 연구, 그중에서
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인 자유
주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회의 연구회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권혁철 자유경제원 실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민경국 강원대학교 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교수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

이영조 경희대학교 교수

정기화 전남대학교 교수
전희경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정책팀장

●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1월 10일(목) 10:00
주제 | 경제적 자유주의와 시장의 진화
발표 | 복거일 소설가
내용 |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위협은 세계적 경제불황,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자유주
의적 입장에서 민중주의적 정책들, 소득양극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현재 제기되
는 민감한 질문들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은 그 자
체가 지식의 축적체로 시장경제의 우수성은 시장의 진화친화성에서 발견할 수 있
다.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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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최되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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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날짜 | 2월 6일(수) 10:00
주제 | 자유주의에 비춰본 보수주의
발표 | 민경국 강원대학교 교수
내용 |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혼란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민주
의와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본질이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 쉬우나 두
이념 사이에는 최고로 여기는 가치, 인식론적 입장, 정의에 대한 시각, 사회관, 국가관, 정치관,
복지에 대한 태도에 있어 큰 차이가 드러난다.

제3회

날짜 | 3월 8일(금) 10:00
주제 | Restrictions on Bank Ownership in Korea
발표 |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
내용 |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넘어가게 된 이유는 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소유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명분은 금산분리 원칙과 재벌의 사금
고화에 대한 우려이다. 그러나 금산분리는 경제학의 원칙이 아닐 뿐더러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야 말로 은행이 정치인의 사금고화 되는 현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제4회

날짜 | 4월 12일(금) 10:30
주제 | Ayn Rand의 Objectivism
발표 |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용 | 아인랜드가 이야기한 도덕적 이기심(Moral Selfishness)은 개인의 합리적인 자기이익을 정의
하고 추구하는 엄격한 규율을 의미하며 모든 종류의 자기희생을 거부한다. 이타주의에 대해 아
인랜드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자기희생의 강요로 보며 집단화된 이익에 가치를 두고 개인의 권
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가장 도덕적인 체제는 정부의 역할이 최소한으로 제한되
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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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날짜 | 5월 10일(금) 10:00
주제 | 독일의 공적의료보험 의사결정구조와 시사점
발표 | 권혁철 자유경제원 실장
내용 | 독일은 의료보험 수가를 결정할 때 자치운영기관인 의료보험조합과 보험의사회가 협상하고 계
약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 간의 계약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와 수가를 결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건
강보험재정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시장친화적 결정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6회

날짜 | 6월 25일(화) 10:00
주제 | 도덕 감정과 이기심: 아담스미스를 중심으로
발표 | 신중섭 강원대학교 교수
내용 | 아담스미스는 이기심을 경제활동의 원동력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윤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했
다. 또한 그의 저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이 초래할 수 있는
인간소외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가 인간 이기심의 전면적 해방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는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시키는 공감 능력과 소비자의 외면을 피하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자기 이

제7회

날짜 | 7월 12일(금) 10:00
주제 | 화폐와 자유주의
발표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내용 |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화폐에 대한 인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미제스는 정치로부터 건전한 화
폐를 지키는 것의 중요함을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화폐에 대한 자유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현행 화폐제도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일반 대중들
이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보다 건전한 화폐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담론을 모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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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날짜 | 9월 13일(금) 10:00
주제 | 자생적 질서와 도덕
발표 |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내용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한 시위대를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분석해 보
면 이들의 행위가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자본주의의 위기
나 아주 특별한 병리현상을 대하듯 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시안적
접근도 피해야 한다.

제9회

날짜 | 10월 25일(금) 10:00
주제 | 가격차별의 경제학
발표 |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내용 | 가격차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특정 조건하에서의 group pricing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킨
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쟁적 시장에서의 가격차별이 경쟁을 심화시켜 이윤감소로 이어
진다는 일반론과 달리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경쟁적 시장에서의 가격차별이 오히려 기업의 이
윤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이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제10회

날짜 | 11월 15일(금) 10:00
주제 | 공공성에 대한 경제학적 비판
발표 |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내용 | 공공성은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기 좋은 용어로, 민영화에 반대하는 논리, 공짜의 추구, 이익단
체들의 사익추구를 가리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공공재는 사뮤엘슨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
으로 시장실패의 측면에서 다루어졌으나 이제는 정치실패의 논리와 공공선택적 측면에서 비판
이 가해져야 한다. Gwartney and Wagner(1988)는 좋은 정책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로 인한
비효율성 수준을 서로 비교한 후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한 바 있으며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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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연구회

● 발족 배경 및 운영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성 상 자본유출입의 크기, 주기(frequency) 등에
의해 환율, 금융시장,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국제금융
연구회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자 본 연구회를 발족하였다. 연구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학술논물, 정책보고서 등 국
제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적절한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
원 연구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

국제금융연구회는 국제금융 분야 관

●인적 구성

련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토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 분야 연
구를 활성화해 학자들의 학술적 교류
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3
년 한 해 동안 총 6회의 연구회가 개최
되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용재 국민대학교 교수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

서상원 중앙대학교 교수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

양두용 경희대학교 교수

유시용 중앙대학교 교수

이인구 숭실대학교 교수

이두원 연세대학교 교수

●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2월 7일(목) 16:30
주제 | Measuring Sovereign Risk Contagion in the Eurozone
발표 | 서상원 중앙대학교 교수
내용 | 최근 유로존의 국가채무의 전염효과(contagion effect) 측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VaR(Value-at-Risk)과 ES(Expected Shortfall)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방
법론으로 국가채무의 전염효과를 리스크관리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주식
시장과 외환시장을 통한 국제적 전이효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모형을 통해 전이효과와 상호연관성(interdependence)을 분리할 수 있
다. 분석에 따르면 전이효과 그 자체의 변동성도 크고 때로는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이효과의 경제적 가치는 안정적인 국가에서조차 크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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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균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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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날짜 | 4월 25일(목) 16:30
주제 |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ng Volume and Volatility in Korean Financial Markets
발표 | 유시용 중앙대학교 교수
내용 | 본 연구는 한국 금융시장의 거래물량과 변동성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거래물량과 변동성 간의 관계는 기초자산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에서 깊은 상호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거래물량과 변동성 간의 상
호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모형인 Mixture of Distribution Hypothesis(MDH)와 Sequential
Information Arrival Model(SIAM)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제3회

날짜 | 6월 13일(목) 16:30
주제 | The Effects of Government Consumption Shocks on the Current Account and Real
Exchange Rate
발표 |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
내용 | 정부지출 충격과 다른 특성들이 경상수지와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18개국으로 구성된 데
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양(+)의 정부지출 충격은 실질환율의 평가절하
를 가져오며 경상수지의 경우 그 영향은 국가에 따라 혼재되어 있다. 둘째, 자본의 이동성이 낮
을수록 실질환율은 평가절하되고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셋째, 환율의 유연성이 높을수록 실질
환율 평가절하와 경상수지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났다. 현재의 이론은 이 같은
분석결과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제4회

날짜 | 8월 8일(목) 16:30
주제 | 아베노믹스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발표 | 이혁재 University of Windsor 교수
내용 | 일본의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아베노믹스(Abenomics)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는 공
격적인 통화공급을 통해 기대 물가상승률을 2%로 올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명목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엔화가치를 다시 상승시켜 이는 일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일본 국가부채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
다. 따라서 공공부문 개혁, 기업 경쟁력 회복 등 실질적인 구조개혁이 성공하지 않을 경우 거시
적 차원의 아베노믹스 정책들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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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날짜 | 10월 24일(목) 16:30
주제 | A Lending Rate Distribution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발표 | 허석균 중앙대학교 교수
내용 | 높은 신용 위험에 대한 대출금리의 군집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 결
과, 이 같은 군집현상은 이자율 상한제와 관계없이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나타나는 균형의
결과(equilibrium outcome)로 나타났다. 또한 이질적인 펀딩비용(funding cost)을 고려할 경
우 이자율 상한제는 채무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것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제6회

날짜 | 12월 19일(목) 16:30
주제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Performance of Korean Leveraged Exchange Traded
Funds
발표 | 권용재 국민대학교 교수
내용 | 한국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leveraged ETF의 추적오차(tracking error)와 복리효과
(compounding effect)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leveraged ETF의 실제 수
익은 약정된 수익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한 주 이상 길어질수
록 수익성은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익 편이(deviation)의 변동성으로 측정되는 추적오차

있으며 보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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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와 전략 연구회

● 발족 배경 및 운영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
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
성된 본 연구회는 기업집단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및 경영전략 연구, 상장제도
회계제도 등 기업관련 제도분석, 대·중소 하도급과 기업성과, 기업의 내생적 성장요인
과 환경요인 연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인적 구성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
본 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
론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를

연구회장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

내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

임병화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현 수원대학교)

성되었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4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간

사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박사

회

원

이우관 한성대학교 교수

곽만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곽주영 연세대학교 교수

진태홍 홍익대학교 교수

김용렬 홍익대학교 교수

박영렬 연세대학교 교수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

강명헌 단국대학교 교수

최정표 건국대학교 교수

장지상 경북대학교 교수

조성욱 서울대학교 교수

정균화 고려대학교 교수

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

김건식 서울대학교 교수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등 80여 명

●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1월 15일(화) 18:00
주제 | 그룹 내 산업 및 비 그룹 산업간 지식 일출의 생산성에 대한 효과 비교
발표 | 추기능 해군사관학교 교수
내용 | 그룹 내 산업으로부터의 지식 일출과 그룹 소속이 아닌 일반기업들로부터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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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溢出의 상대적 크기를 규명하는 한편, 산업 내 및 산업간 일출의 상대적 크기와 관련한 기
존 논쟁을 재조명하였다. 분석결과 그룹 내 일출효과가 산업 내 및 산업간 효과 모두에서 비 그
룹 일출효과보다 컸다.

제2회

날짜 | 4월 24일(수) 19:00
주제 |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의 최적 배분모형—거래비용과 규모의 경제의 통합
발표 | 표민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내용 | 규모의 경제와 거래비용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특정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을 조합하는
혼합 진입전략을 통해 오직 한 개의 해외시장 진입전략을 선택할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해외
시장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3회

날짜 | 6월 24일(월) 16:30
주제 | 벤처의 재탄생, 이탈리아 경제와 중소기업
발표 | 벤처의 재탄생: 손동원 인하대학교 교수
이탈리아 경제와 중소기업: 김경석 이탈리아 가톨릭대학교 박사

이 탄생하지 못한 것은 한국 벤처 생태계에서 우량종과 불량종을 구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벤처가 창조경제로 도약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경제와 중소기업: 이탈리아에서 비 하이테크 분야가 발 전한 점과 더불어 철저한 품
질향상과 제품 다양화 및 적기 공급 에 주력하고 있는 점 등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성이 있다.

제4회

날짜 | 11월 26일(화) 18:00
주제 | 기업의 내부자는 지배구조 개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경영권 획득 시장개방에 대한 전략적
반응
발표 | 조성욱 서울대학교 교수
내용 | 기업 내부자가 높은 소유권 및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기업 내부자의 인센티브가 기업 외부자의
인센티브와 유사한 경우에는 기업은 현금을 좀 더 자주 배당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업내부자가
낮은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잠재적인 인수위협에 취약한 경우에는 잠재적 인수를 지
체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자사주 취득을 좀 더 자주하는 성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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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벤처의 재탄생: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경제의 대표주자인 디지털 분야에서조차 일류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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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 발족 배경 및 운영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하이에크, 프리드먼, 미제스 등 고전파 자유주의 전통
사상을 연구하고 변화된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유주의 사
상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사상을 경제학 분야에 그치지 않
고 철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종합하여 이론적이고 정책적으로 발전시
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참여, 월례발표회, 하계 초정포럼, 추계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자유주의

●인적 구성

연구를 통해 정치·경제·교육·언론·복
지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
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
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회

장

배진영 인제대학교 교수

부회장

황수연 경성대학교 교수

김인영 한림대학교 교수

이

김행범 부산대학교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기화 전남대학교 교수

전용덕 대구대학교 교수

사

자 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6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감

사

●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2013년 3월 22일(금) 17:00
주제 |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발표 |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내용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무상복지정책보다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통해 저
소득층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며 복지의 근원적 역할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제2회

날짜 | 2013년 4월 11일(금) 17:00
주제 | 여러 국가에 걸친 하천에서의 거래비용과 제도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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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이재우 부산대학교 교수
내용 | 코오즈와 윌리엄슨의 핵심적 거래비용의 결정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강이 여러 국가를 거칠 때
공용지 비극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메콩강과 라인강을 비교함으로써 국가 간에
도 자생적 질서가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제3회

날짜 | 2013년 5월 24일(금) 17:00
주제 |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 법인설립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발표 |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용 | 정부가 2008년 이후 추진해온 창업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의 주요내용 및 이행 성과를 점검하
고, 향후 창업기업의 원활한 법인 설립 및 유지 방안을 설명하였다.

제4회

날짜 | 2013년 9월 27일(금) 17:00
주제 | 미국의 연준을 정부에 의해 규제된 카르텔로 볼 수 있을까?
발표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내용 | 로스버드(Rothbard)의 “The Federal Reserve as a Cartelization Device: The Early Years,
1913-1930,”을 논문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System)의 출현배경과 역할, 그리고 실제적 기능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날짜 | 2013년 11월 22일(금) 17:00
주제 | 기업 간 분업구조의 형성과 진화
발표 | 정기화 전남대학교 교수
내용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분업구조에 관해 미국, 한국, 일본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계약관계로 법
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은 상호신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해, 한국은 원청업체가 하청
업체에 시설 장비를 투자하고 하청업체는 인건비만을 책임지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제6회

날짜 | 2013년 12월 18일(수) 17:00
주제 |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
발표 | 권혁철 자유경제원 실장
내용 | 본 논문은 최근 독일의 건강보험의 개혁성과를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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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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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날짜 | 6월 27일(목) 10:00
주제 | 택시법 입법과정과 이해집단의 정치
발표 | 김인영 한림대학교 교수
내용 | 국회의 입법과정은 다른 의원들보다 시의성 있고 대중적 인기가 높은 법안을 만들어내는 경쟁
이라고 볼 수 있다. 택시법의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이르는 과정은 이해집단간 갈등과
정치매커니즘을 잘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제7회

날짜 | 7월 18일(목) 10:00
주제 |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본 교육감 선거
발표 | 임병인 충북대학교 교수
내용 | 현행 교육감 선거는 선거비용의 조달에 있어 정당지원이 불가능하고 기부금을 받을 수 없으며,
투표율이 낮아 조직을 동원하여 선거를 치르기 용이하므로 후보자가 부정을 저지를 유인이 크
다. 교육감선거에 있어 국민들의 선호가 투표를 통해 실현될 수 있어야 하고 당선자의 대표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8회

날짜 | 8월 28일(수) 10:00
주제 | 미국의 연준을 정부에 의해 규제된 카르텔로 볼 수 있는가
발표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내용 | 미국의 연준 도입 과정을 시장경제에 내재된 결함을 고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퍼져있
다. 그러나 미 연준이 시장경제에 내재된 경기변동을 더 악화시키거나 이를 만들어내는 데 기
여하고 있다는 것이 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대공황의 발생이 연준의 설립 이후였음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 Rothbard가 미국 연준의 설립을 정부의 힘을 이용한 은행업
계의 카르텔로 이해하는 논문은 매우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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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날짜 | 9월 27일(금) 07:15
주제 | 뷰캐넌의 헌법경제론 중 정치적 헌법 관련
발표 | 민경국 강원대학교 교수
내용 | 뷰캐넌의 국가론은 자연상태에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이 어떻게 비정치적 헌법과 보호
국가, 그리고 분배적 헌법과 분배국가를 설치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뷰캐넌은 헌법에 도입될
생산국가로 민주주의적 대의제 의회를 간주하고 계양 참여자들이 직접민주주의 대신에 간접민
주주의제도를 채택한 이유를 외부비용, 의사결정비용, 상호의존비용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10회

날짜 | 10월 25일(금) 07:15
주제 | 부패와 조세의 복잡성
발표 | 김상헌 서울대학교 교수
내용 | 조세제도를 설계할 권한을 가진 정치인의 부패의 정도가 커지게 되면 이익집단의 요구를 만족
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반사이익이 커지게 된다. 간단한 정치경제학적 모델을 이용해서도 부패
가 존재할 경우 조세의 복잡성은 커지게 된다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여러 국가들의 자료는 이 주장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날짜 | 11월 22일(금) 09:00
주제 | 지역구 선심성 예산배분(Pork-Barrel)의 정치경제학
발표 |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내용 | Pork-Barrel Politics란 특정지역이나 인구군에게 정책의 혜택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그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교부금의 배분 사례를 통해서는 연구된 바 있으나 그 외에는 외국 문헌에서도 실증분석의 케이
스를 찾기가 어렵다. 단순한 담론을 넘어 데이터분석을 통해 Pork-Barrel의 폐해를 드러낼 수
있다면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훨씬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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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의 경제적 분석 연구회

● 발족 배경 및 운영
세계적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을
통해 사회통합이 중요 아젠다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사회통합관련 정
책들은 정부개입 확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새로운 분열과 갈등을 양산하
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벌어진 소득격차 문제와 지
역, 세대, 계층간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이는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해서도 필수 요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회는 이에 대한 연구수행을 위해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워킹페이퍼 및 정책연구서를 발간한다.

사회통합의 경제적 분석 연구회는 경
제학적 시각에서 그간 연구가 미흡했
던 사회적 자본, 사회통합, 신뢰 등에

●인적 구성

대해 분석하고 연구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희경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정책팀장

고 선 중앙대학교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정호 아주대학교 교수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

윤희숙 KDI 연구위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이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1월 21일(월) 16:00
주제 | 사회적 신뢰 축적의 경제성과와 정책과제
발표 |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용 | 사회적 자본은 자본, 노동과 함께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으로 실물적
요소뿐 아니라 제도적인 요소까지도 GDP 성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경
제성장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제약 요건 중 우
리사회에서 시급한 것은 낮은 신뢰의 회복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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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날짜 | 2월 1일(금) 16:00
주제 | 사회적 자본과 기업가정신
발표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내용 | 사회적 자본은 기업가정신이라는 중요한 채널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가정
신의 핵심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데 이 때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으면 위험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사회적 자본이 성장과 결부되기 위해서는 융화, 규범, 신뢰 등이 필요하며 이제 경
제학의 초점도 이와 같은 제도에 놓여야 한다.

제3회

날짜 | 3월 8일(금) 16:00
주제 | Institutions, Institutional Trust, and Social Trust
발표 | 이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내용 |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촉진시킨다는 견해와 둔화시킨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기존 실증연구들은 대체로 사회적 신뢰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역으로 경제발전이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한다는
점이다.

날짜 | 4월 5일(금) 16:00
주제 |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질
발표 | 이영훈 서울대학교 교수
내용 | 한국 사회가 갈등이 많고 그로 인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경제사 연구는 우리의 전통사회가 미풍양속으로 가득 찬 공동체사회였을 것이라는 믿음
과 달리 자아중심의 비공동체사회의 특질을 강하게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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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날짜 | 5월 10일(금) 16:00
주제 | Trust와 Enforcement
발표 | 박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내용 |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신뢰가 사회시스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신뢰란 무엇이고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서
신뢰의 paradox와 신뢰수준과 사회의 작동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제6회

날짜 | 6월 13일(목) 16:00
주제 | 소득이전과 평등의식
발표 |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내용 | 소득이전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한 최적 수준인지 밝혀내기 위해 World
Value Survey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등의식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추려내고 이 지표들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패널자료로 확장하고 소득세 누진성을
벗어나 더 포괄적인 소득이전 지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제7회

날짜 | 7월 11일(목) 16:00
주제 | 개인의 신뢰의 결정요인
발표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내용 |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경제
적, 사회적, 인구학적 요인으로 분석해 본 결과 행복감, 공정성, 좌파 성향 등은 일반적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조, 환경 혹은 자선단체의 참여경험은 일
반적인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정당과 소비자단체의 참가는 오히려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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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날짜 | 8월 14일(수) 16:00
주제 | 경제적 자유 및 개인적 자유 성향으로 본 이념 분포와 신뢰
발표 |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
내용 | 이념의 차이에 따른 사회갈등을 사회통합에 있어 문제요소로 보면, 한 개인을 이념적으로 좌와
우로 나누는 기준과 개인적 수준에서 이러한 이념의 차이가 극복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경
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를 축으로 둔 이념의 좌표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간 비교를 해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봄으로써 이념분포와 신뢰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은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제9회

날짜 | 9월 13일(금) 16:00
주제 |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발표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내용 | 2013년부터 기부금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해 본 결과 세수증가 효과보다 민간기부 축소효과가 더 클 것

제10회

날짜 | 10월 25일(금) 16:00
주제 | 신뢰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발표 | 고선 중앙대학교 교수
내용 | 교육, 제도, 불평등은 신뢰와 경제성장 두 변수에 공통으로 관련된 대표적 요소들이며, 이는 신
뢰의 결과일 수도 있고 신뢰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일 수도 있다. 문헌을 통해 교육 및 제도 등
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경제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보편화된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갈 때 사회적 신뢰수준 역시 높아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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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전문가 간담회

● 발족 배경 및 운영
경제학이 이룬 많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영역에서는 설득력을 갖추지 못
하고 정치, 사회학적 논리들에 비해 호소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학자들이 자신
의 학문적 성과를 현실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합
리성이 결여된 정책들에 대한 경제학적 제언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간담
회를 개최한다.

사회통합 전문가간담회는 활발한 연
구 활동을 하고 있는 외부 연구진들이
사회에서 이슈되는 주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
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
제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모색한다. 연
중 수시로 진행되며, 2013년 한 해 동

●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2월 28일(목) 16:00
주제 | The Market for CSR
발표 |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내용 | 지금까지 CSR 논의는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산업별, 혹은 시장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CSR에 대해 접근해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

안 총 10회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단된다. 어떤 기업에게 CSR을 늘릴 것이 강제되어 개별 기업의 CSR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산업군 내에 다른 기업들의 CSR이 줄어들어 사회적 총량이 줄어든
다면 이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 것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CSR을 위해서
는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CSR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2회

날짜 | 3월 22일(금) 12:00
주제 | 기술진보와 일자리
발표 | 장용성 연세대학교 교수
내용 |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업무를 기계가 대체하고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라는 예측이 있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은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난다. 업무의 성격이 규칙적인가의 여부, 고급지식의 필요 여부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영향이 다른데 규칙적인(routine) 일자리의 경우는 기술진보의 영
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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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날짜 | 4월 2일(화) 12:00
주제 | 전문지식과 Soft power 소통
발표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내용 | 안보, 군사와 같은 하드파워와 경제가 중시되는 미들파워의 시대를 지나 문화와 미디어의 영향
력이 증대되는 소프트파워 시대가 되었다. 포털을 중심으로 뉴스환경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 포
털 블로그나 SNS를 통한 슈퍼 인디비쥬얼의 영향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는 소통과
결합되면서 해설과 비평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제4회

날짜 | 5월 2일(목) 16:30
주제 | 정부 추경예산 및 한은 금리 동결
발표 |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내용 | 한국경제에서 총수요 부족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국내 수출수요가
부족하고, 서비스 산업의 부진과 소득분배의 악화가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계부문 악화와 제2
금융권 부실도 문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시장 안정성과 정책수단의 취약으로 인해 외
환보유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경상수지 흑자를 요하게 된다. 자본시장 개방과 잦은 외부충격에

통일비용 등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목표다.

제5회

날짜 | 5월 16일(목) 12:00
주제 |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발표 | 김민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내용 | 최저임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평등도는 완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금불평등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서의 최저임금의 상승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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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날짜 | 5월 27일(월) 12:00
주제 | 세계속의 영국경제와 금융산업
발표 | 황수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내용 | 영국경제도 세계경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상대적인 경제규모 위축이 일어나고 지역격차
와 역외이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제전망은 성장의 소비지출에 대한 의존, 정부부문의
축소로 인한 경제위축, 저금리지속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민간부문의 경기회복 여부와 연계되
어 있다.

제7회

날짜 | 6월 10일(월) 12:00
주제 | Unraveling Puzzles in Economics: Misaggregation, Nonstationarity and Excessive
Volatility
발표 | 박준용 성균관대학교 교수
내용 | 경제학 이론과 이를 검증하는 실증분석의 결과가 서로 맞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난제들이 존재
한다.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계량분석방법론은 충분한 크기를 가진 표본자료에 대해 정상성,
동분산성, 경제모형의 샘플 빈도 독립성 등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가정들이 깨지는 경우 기존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의 설명력이 악화된다.

제8회

날짜 | 6월 13일(목) 12:00
주제 | The Cost of Collectivization, Per Se
발표 | 윤용준 조지메이슨대학교(GMU) 교수
내용 |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증가하고 시장의 확대가 도덕을 구축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공적조달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집단
적 조달(collective provision)의 비효율적 측면은 이미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케인즈주의적 적
자재정, 관료주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집단적 조달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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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날짜 | 6월 17일(월) 12:00
주제 |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경쟁과 규제개선
발표 |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내용 | 다채널 유료방송의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방송사업자의 임의적 채널변경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이용요금 과·오납시 이의신청 기간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이 선택한 채널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0회

날짜 | 6월 25일(화) 16:00
주제 | 탈북자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자화상
발표 | 이애란 박사
내용 | 일당독재, 계획경제의 통제사회를 살다가 대한민국을 접하게 된 탈북자들에게 자본주의, 시장
은 매우 생소하고 신기한 경험이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요소로 하고 탈북자들에게도 경쟁은 힘
든 일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출신성분의 한계를 넘을 수 없고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
어 살 수 없었던 북한체제보다 더 힘들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번영과
자유의 가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PART 4 자유주의 확산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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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포럼

● 발족 배경 및 운영
현재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정부 및 정치권 주도로 전개되어 민간영역에 대한 국
가개입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득격차에만 중점을 둔 사회통합 접근
은 인위적 소득재분배 정책들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그 수단이 되는 정책들은 반시장
적이며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
연구를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함으로써 사회통합 담론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사회통합포럼은 월 1회 개최된다.

사회통합포럼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
는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그 해법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모색한다. 이를 위

●인적 구성

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양의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의 통합
을 주제로 토론한다. 2013년 한 해 동
안 총 7회의 포럼이 개최되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희경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정책팀장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용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인영 한림대학교 교수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

김정호 연세대학교 교수

민경국 강원대학교 교수

배진영 인제대학교 교수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교수

이문호 한림대학교 교수

이영조 경희대학교 교수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조전혁 명지대학교 교수

조희문 인하대학교 교수

최강식 연세대학교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최창규 명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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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2월 15일(금) 16:00
주제 | 새 정부 출범과 정책방향
발표 | 이영조 경희대학교 교수
내용 | 18대 대선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 가운데 치러졌다. 안철수 현상, 야권 단일화, 보수정당을
표방했던 새누리당의 정책방향 선회 등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았다. 리더십
의 교체와 변화에 있어 일반적으로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사
회적 이질성이 크면 클수록 체제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변화를 제약하는 장치들이 많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중요 포인트는 시장경제원리가 훼손되는 측면이 강화되는가의 여부, 복지확대
에 따른 재정건전성 감시에 있을 것이고 지식인의 역할도 이를 경계하는 데 있을 것이다.

제2회

날짜 | 3월 18일(월) 16:00
주제 | 최근 자유주의 운동의 동향
발표 | 김정호 연세대학교 교수
내용 | 사상, 이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최근 기조이다. 실용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념에 대한

국가운영의 원칙이나 개별정책들에서도 이런 이념의 영향은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국가
운영의 기본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
기는 방치가 아닌 적극적인 교육과 운동이 필요하다.

제3회

날짜 | 4월 23일(화) 16:00
주제 | 대한민국관, 어떻게 세워야 할까
발표 | 박효종 前 서울대학교 교수
내용 | 역사관 논쟁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인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
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어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역사관에 맞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보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나가
려는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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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날짜 | 5월 28일(화) 16:00
주제 | 좌파적 과학사회학과 문화상대주의의 문제들
발표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내용 | 좌파적 사고의 뿌리에는 과학사회학과 문화상대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과학적 사실을 교묘한
언어를 통해 비틀거나, 시장경제가 태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시시대의 평화와 협동을 거스
르는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좌파의 핵심가치를 이루고 있다. 1900년대 후반 과학전쟁이라 불리
는 포스트모더니즘 대 과학계의 격돌이 있었고 엘런 소칼 교수의 ‘지적사기’는 이런 문제의식을
매우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5회

날짜 | 7월 1일(월) 15:00
주제 | 자유주의와 시장, 그리고 정부
내용 | 복지라는 이름으로 강화되는 분배위주 정책들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근
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책임의식을 약화시키는 표면적인 것보다 더 큰 위험은 자본축적의 기반
을 허무는 것에 있다.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정부는 국민들이 자유
롭고 평화롭게 살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번영을 증대시키는 역할은 할
수 없다. 그것이 정부가 갖는 한계이다.

제6회

날짜 | 8월 27일(화) 16:00
주제 | 역사,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발표 | 복거일 소설가
내용 |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기술하고 가르치는가 하는 데서 그 사회의 지성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는 더 명확하다. 민족주의 사관에 빠져 세계사속에
서 자국의 역사를 바로보지 못하고 어떤 것은 강조하고 어떤 것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태도는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편협함에서 벗어나 역사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도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의도되고 자의적으로 비틀린
역사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희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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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날짜 | 10월 21일(월) 16:00
주제 | 민중주의와 사회통합
발표 | 장대홍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내용 | 민중주의는 elitism이나 statism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인 선
택, 정부권력이나 대중적 지도자의 역량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다. 민중주의는 개인차를 무시
하고 평균적 가치, 분배정의, 정서적 공감대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향평준화, 집단이기주의에 포
획될 우려가 크고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로 변질되기 쉽다. 우리나라 사회통합론의 근저에는 민
중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장시간 지속된 권위주의적 정치질서, 군사정권에 대한 반감이 민중주
의의 확산을 가져왔다. 사회통합을 절대선으로 보는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하고, 사회통합
을 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함정에서도 역시 벗어나야 한다.

PART 4 자유주의 확산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다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연구회·칼럼·도서발간·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사회통합과 NGO

● 발족 배경 및 운영
거버넌스의 강조 이후 NGO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정책결정단계, 실행단계, 피드백 단계 모두에 걸쳐 NGO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각종 사회이슈의 제기와 여론수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제 NGO는 사회갈등의 한 축이자 동시에 사회통합에 있어 중요한 위치
를 점하게 되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는 NGO들과의 네
트워킹을 통해 시의성 있는 사회현안에 대한 능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 논리의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고자 한다. 월 1회 좌담회를 개최하여 시의성 있는

사회통합과 NGO는 자유주의와 시장

사회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경제 이념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NGO들과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
하고 확산하며, 이들의 정책 아이디어
로 새로운 연구 어젠다를 개발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9회의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2013년 운영 실적
제1회

날짜 | 3월 7일(목) 18:00
주제 | 새 정부 출범의 의의와 향후 과제
내용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컸으나 정부조직법 난항, 인사문제 등으로 우려스
러운 측면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등 시장
의 활력을 저해하고 국가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공약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당장의 가시적 성과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역사적 평
가를 받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제2회

날짜 | 4월 15일(월) 18:30
주제 | 청년세대에서의 자유주의 확산 방안
내용 | 청년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 청년실업 등의 문제로 사회에 대한 불만족이 높고
이를 틈타 감성에 호소하는 좌파적 사고가 자리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자유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해가는 청년들의 수도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소통하면서 자유주의자들로 성장하고 있
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의되는 보편적복지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이므로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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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날짜 | 5월 16일(목) 18:00
주제 | 국민통합과 일인미디어의 역할
내용 |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주도, 기성 언론을 통해 이루어
지는 소통보다 민간차원에서 SNS 등을 통해 저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파급력이 점차 증
대되고 있다. 파워블로거, 파워트위터리안의 활동과 영향력이 기성미디어의 위치를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제 이 위상에 걸맞은 책임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제4회

날짜 | 7월 30일(화) 18:00
주제 | 협동조합의 현황과 향후 과제
내용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지원정책을 보면 시장원리와 배치되는 측면이 강하고 결국
이 부담은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협동조합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사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점은 그들의 역사가 자조와 자립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
추어 아래로부터 성장해 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존립 가능했던 것이지 인위적 육성을 통해서는
달성 불가능한 것이다.

날짜 | 9월 5일(목) 19:00
주제 | 세금정책의 진화
내용 | 조세는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정책수단이므로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단순한 감성논리로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법인세의 부담은 결국 국민의 부담증가
인 것이다. 뿌리가 깊은 세금정책에 있어서의 형평성 논리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제6회

날짜 | 10월 10일(목) 19:00
주제 | 미제스와 오스트리아학파가 주는 시사점
내용 | 미제스의 독보적인 이론과 철학은 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간섭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그의 사상은 자유와 개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믿는 모든
이들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다. 개인의 영역이 좁아지고 국가의 영역이 증대되고, 이것이 정의로
포장되는 시대에 미제스의 사상은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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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날짜 | 11월 8일(금) 19:00
주제 | 역사교과서 논쟁의 진행상황과 올바른 역사교육의 방향
내용 | 좌편향 역사교육,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교과서가 집필되었으나. 이에
대한 기존 역사학계와 좌파 단체의 집요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민족사관이라는
이름아래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폄훼와 북한에 대한 우호적 서술을 해 온 교과서는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왜곡해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교과서 채택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경
주되어야 한다.

제8회

날짜 | 11월 14일(목) 19:00
주제 | 청년리더 양성방안과 대한민국의 미래
내용 | 청년들은 취업준비, 스펙 쌓기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고 즉흥적으로 정치적인 호
도에 휩쓸리기 쉽다. 청년리더를 양성한다는 취지아래 몇몇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기도 했지
만 이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청년세대의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길
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 사회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을 길러주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이 필요하다.

제9회

날짜 | 11월 28(목) 19:00
주제 | 시장경제교육의 현실과 대안
내용 | 시장경제의 객관적인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시
장경제에 대한 불신과 왜곡이 성행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식개혁과 계몽,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 방송, 인터넷, 학교 교육과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시장경제에 대
한 왜곡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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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 발간 사업

● 발간배경 및 목적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는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구축의 근간을 이룬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관련 연구가 미흡하고 전문 연구인력의 풀(pool)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연구』는 국내 유일의 규제전문학술지로서 규제 관련 연구 촉
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
정되어 해당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더욱 증진하고 있다.

●발간내용
규제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간
되는 종합학술지로 규제에 대한 이론
적 고찰, 규제 관련 쟁점 및 정책과제
발굴, 규제개혁 사례 소개, 정책평가
및 대안제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로 연 2회 발간되고 있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2명의 심사위원 모두에게 B 이상의 평가
를 받아야 하는 바, 『규제연구』에 투고되었으나 게재되지 못하는 논문 기각률은 50%를
넘는다. 이와 같은 엄격한 심사 기준은 높은 수준의 논문만을 게재함으로써 『규제연구』
가 규제전문학술지로서 명성과 위상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에 발간된 제22권 제1호는 「정규직 전환 강제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과 총량규제 개선방안」, 「기업활동 규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제약회사 건강
캠페인 규제의 타당성 검토」, 「영업 시간 소매업 규제가 제조업체 매출에 미치는 차별
적 영향에 관한 연구」 등으로 총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하반기에는 제22권 특집호
를 마련하여 「미래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창의과 융합 활성화
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규제 개선을 통한 글로벌 교육서비스산업 시장 창조의 경제적 효과」 등으
로 총 3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평가
『규제연구』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규제이슈와 경쟁정책 이
슈를 다룬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규제전문학술지다. 이를 통해 규
제와 경쟁정책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이러한 논문들이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서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
며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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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KERI 칼럼 및
도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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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Monitoring

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 김윤진 l 연구원

● 연구 배경 및 목적
유로존 재정위기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소개와 분석을 통해 유럽
경제 및 글로벌 경제의 동향,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세계경제 상
황에 민감한 국내 기업들의 위기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연구 내용
그리스 구제금융 상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하였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남유럽 국
가들의 재정위기는 2013년에도 잔존하
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스페
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이
탈리아 정권 교체의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중
요한 단일 이슈이다. 이에 유럽 재정위

다. 스페인 주요 은행에 대한 ECB의 구제금융 현황 및 은행과 지방정부 부실에 따른 거
시지표 악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탈리아 정치 불안정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의 중심
이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양상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시행
하였다. 트로이카의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추이를 전망하였
으며 키프로스 구제금융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재정위기
와 더불어 유럽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긴축정책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재정긴축안과
관련된 EU 집행위원회와 ECB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 평가하였다.

을 심층 분석·제시하고자 했다.

●평가
유럽 재정위기 현황과 전망을 매월 1~2회에 걸쳐 시의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유럽
경제현황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민감한 국내 기업들의 위기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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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변양규 l 연구위원
최남석 l 부연구위원

김창배 l 연구위원
김윤진 l 연구원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분석과 향후 경제흐름에 대한 예측을 통해 기업경영
전략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정책 당국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심도
있는 분석과 예측을 통해 자체 경제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 회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책방향 제시는 민간의 시각
을 대변하는 종합연구소로서의 본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월호
2.9%, 6월호 2.3%, 10월호 2.4%, 12월

●연구 내용

호 2.7%로 발표했다. 대외 여건의 불
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확도는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다. 각 호의 이슈분석 편
에서는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
과 바람직한 정책대응을 제시했다.
2014년 성장률은 2013년(약 2.7%로 추
정)보다는 높지만 회복세가 매우 완만
해 연간 3.4%에 그칠 전망이다.

통권 제23-1호 2013년 3월호
전 망 2013년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2년 2.0%에 이어 2년 연속 3%

미만의 저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기존(2012년 12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올해 예상되는 세
계경제 회복세(3.5%, IMF)가 과거 추세보다 낮은데다 원고·엔저현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한 자리 수에 그칠 것이란 점을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가계부채 부담, 주택가격 하락, 경기부양 정책추진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내수부문의 성
장 견인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정책과제

2013년 수출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원고·엔저현상에 따른 수출품

가격경쟁력 약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수출 위축 ▷중국의 내수중심으로
의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대중수출 감소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외
환시장 안정화 3종 세트 외에 기준금리인하를 통한 원고·엔저 충격 완화 ▷업계·정부 간
협조 강화,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대비 ▷대중 최종소비재 수출
비중 제고와 함께 중국 중산층을 겨냥한 의료 등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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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23-2호 2013년 6월호
전 망 하반기 3% 미만의 성장에 그치면서 연간 2.3% 성장(상반기 1.7%, 하반기 2.9%)

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3월에 발표한 연 2.9%(상반기 2.5%, 하반기 3.3%)보다 0.6%포
인트 낮춘 전망치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질적 성장 전환, 일본 아베노믹스의
부작용 등으로 대외여건의 개선이 불투명해지고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주택경기 부진, 과
도한 경제민주화 논의 등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
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양호한 자본시장 여건을 바탕으로 하락기조가 예
상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강세가 하락 폭을 제약하면서 하반기 중 평균
1,086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과제

“주요 산업별 경기 점검 및 정책 과제”라는 이슈분석을 통해,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 우리 주 수출업종들이 글로벌 경기부진 및 엔저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
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와 함께 산업별, 기업규모별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들은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권 제23-3호 2013년 10월호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문제 및 관련 신흥국 시장의 불안, 엔저 등이 수출회복
을 제약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3.0%를 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4년 성
장률은 대외여건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높아지겠으나 여전히 잠재성장률(약 3.5%)을 하회
하는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과제

신흥국의 자본유출지수(capital freeze index)를 산출하여 자본유입이 일시에

중단되거나 급속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평균
이상의 자본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 출구전략에 의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축소시키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 유지 ▷거시건전성 제고 수단 활용이 중요하
고 ▷금리인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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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23-4호 2013년 12월호
전 망

2014년 성장률을 3.4%로 전망했다. 10월에 밝힌 수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회복의 미흡, 원/달러 환율의 하락, 수출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등의 대외여건과 가계부채 부담, 주택가격 하락, 정책여력 한계 등 내수여건에서 전망을
수정할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다소 상승하겠으나 경기
회복 미흡, 원유 등 원자재가격 하락 그리고 환율하락 등을 고려할 때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 흑자는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 서비스수지가 소폭 적
자로 반전되면서 2013년 692억달러에서 2014년에는 630억달러로 매우 소폭 줄어들 것으
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양호한 수급여건을
바탕으로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미 양적완화 축소로 달러가 강세기조를 이어가면서 하락
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제

최근 5년간 늘어난 일자리를 분석해 보면 공공·행정과 의료·보건 등 정부 지

출과 관련 있는 분야만 늘었을 뿐 민간 부문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았다. 민간의 고용 창
출 여력은 점점 줄어드는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60세 정년연장 등 등 기업 부담을
늘릴 각종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성장 둔화와 고령 인구 증가를 감안해 연공급 위주의 임
금체계를 직능급이나 직무급 등 성과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

●평가
대외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이 분기별로 수정되었지만 2013년 성장률
은 당초 예상(2.9%)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형 개선을 통해 예
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슈분석을 통해 수출회복 제
약요인, 주요 산업별 엔저 영향, 출구전략 이후 자본이탈 가능성 그리고 통상임금 등 노
동현안 등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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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칼럼

● 2013년 KERI 칼럼 게재 현황
날짜

내용

필진

001

01.02 2013, 집권 그 첫 일 년: 쏠림을 넘어 상생으로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002

01.04

003

01.07 우리 기업들이 ISD를 활용하려면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004

01.09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 마거릿 대처 되세요!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경제연구원은 과거 ‘전문가 칼럼’,

005

01.11 아마존 원숭이 사냥이 기업에 주는 교훈⋯

박우용(박진규)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경제이슈 논평’, ‘기업법과 제도이슈’

006

01.14 대통령 선거의 사회적 비용

오정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운영하였던 주요

007

01.16 RCEP 협상개시와 일본의 역할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석좌 교수

008

01.18 국민통합은 정체성 확립부터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009

01.21

010

01.23 감성마을, 예술 감성이 아닌 ‘이익 감성’의 산물 이기식 고려대학교 독어독문과 교수

011

01.25 실업은 문제의 원인 아닌 결과

012

01.28

신정부 정책방향, 지방재정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 개혁방안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013

01.30

가계대출 부실처리, 결자해지(結者解之)하게
하라

손정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014

02.01 북한 핵과 한국의 자위력

015

02.04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16

02.06

새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동산 문제와 정책
이슈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
연구실장

017

02.08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의 문제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18

02.13 인간심리로 살펴본 가계부채와 저축의 문제

유경원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019

02.15 아베노믹스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0

02.18 소문에도 자극받는 기업가정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021

02.20

오피니언 리더 대상의 웹메일링 서비
스를 2009년 7월 1일부터 ‘KERI 칼럼’
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KERI 칼럼
은 한경연이 추구하는 ‘자유시장

Free

Free Competition

’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론

을 펼치는 장으로 한경연 내·외부 필
진이 번갈아 집필한다. 2013년 중
KERI 칼럼의 주요 내용 및 필진은 다
음과 같다.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해⋯

최성희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

조영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소장

박근혜 정부 5년 후 성공하려면 ‘정부 재창조’를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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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필진

022

02.22 다시 한 번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성장흐름을 기대하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23

02.25 택시 시장과 민간 어린이집 공급에 대한 우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024

02.27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장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25

03.04 재정관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26

03.06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 헬스케어 산업

최종훈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수석
연구원

027

03.08 창의교육을 위한 제언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028

03.11 ‘국민 행복’,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가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029

03.13 자유시장 경제만이 창조 경제가 될 수 있다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030

03.15 대학 기부금 입학, 왜 필요한가?

오정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031

03.18 ‘부당한’ 단가인하에 징벌적 배상적용은 부적절

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32

03.20 순환출자의 회사법적 문제점

김정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33

03.22 진흥과 규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034

03.25 창조경제는 자본시장 선진화로부터

임병화 수원대학교 금융공학대학원
조교수

035

03.27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
실장

036

03.29 북한 핵과 한국의 국가안보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037

04.03 케인즈식 재정정책의 유혹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38

04.05

지하경제 양성화는 종교인이 솔선수범해야:
종교인 과세와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제고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039

04.08 창조경제, 창조적 파괴, 그리고 기업가 정신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40

04.12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한순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41

04.15 대학교육의 질과 반값 등록금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42

04.17 하도급법상 징벌배상책임의 적용범위확대의 문제점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043

04.19 경제민주화보다 시급한 정치민주화

한세억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44

04.22

045

04.24 일감몰아주기와 공정거래법

최승재 변호사·법학박사

046

04.26 고령화 문제, 올바로 보고 있나?

이승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047

04.29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할 것인가?

김재철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048

05.02 북한의 긴장조성 전략과 開城공단 철수

홍관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049

05.06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가 한국경제에 남긴 교훈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50

05.08 규제개편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일감몰아주기의 본질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51

05.10 60주년 맞은 한미 동맹, 이제 겨우 첫돌 지난 한미 FTA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52

05.13 경제원론 강의에서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자

손정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053

05.15 징벌적손해배상제의 확대적용에 대한 유감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면 정규직 고용이 늘어날까?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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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필진

05.20 경제민주화시대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며

최영홍 고려대학교 교수·변호사

055

05.22 포퓰리즘적 경제민주화 걸러내어 시장경제 강화하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56

05.24 창조경제와 새로운 부가가치 수출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57

05.27 잠재성장률 낮출 경제민주화 정책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58

05.29 입법폭주시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59

05.31 공기업 부채 증가의 합리적 비합리성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60

06.03 경제민주화 논쟁과 균형감각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61

06.05 ‘마녀사냥’식 경제민주화 입법을 우려한다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062

06.07 경제민주화입법, 부작용도 고려해야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063

06.10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경제민주화 법안의 방향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64

06.12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기본에 충실해야한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065

06.14 금산분리, 교각살우가 걱정된다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66

06.17 기업가정신의 발휘와 계열사 간 거래의 규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067

06.19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재고되어야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68

06.21 창조경제 버리고 남 모방하기 바쁜 反창조 한국경제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069

06.24 국민행복기금, 국민은 행복할까?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70

06.26 지방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71

07.01 열린 노동시장, 능력중심의 사회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
한성대학교 교수

072

07.03 국민을 장기판의 말[馬]로 아는 사람들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073

07.0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망설일 이유 없다

이경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074

07.08 성공적인 창조경제를 위한 조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075

07.10 국민행복 시대와 비정규직보호법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76

07.12

077

07.15 우리나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소고: 선인가 악인가?

078

07.17

079

07.19 소득세의 역사와 세무조사의 正道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80

07.22 취득세를 인하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가?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81

07.24 디트로이트시 파산의 교훈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082

07.26 한국은 별천지 외딴 섬인가?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83

07.29 저성장 시대,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송재용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084

07.31 먼 미래를 생각할 때다

조장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85

08.02 국제유가전망에 있어 금융변수의 중요성

최성희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086

08.05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회를

한순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민행복의 시발점은 대중소기업의 거래관계가 아닌
소비자권익에서 찾아야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정규석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진국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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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학박사

087

08.07 상법개정, 대안이 없습니까(“Is There Any Alternatives?”)

088

08.09 오바마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아야하나? 이문지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089

08.12 상법개정안을 보고 나서

김정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90

08.14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성공하려면

조하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91

08.16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 신중히 처리되어야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92

08.19 기업을 저해(沮害)하는 상법개정안 유감

김병태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93

08.21 대주주는 직접 경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칙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94

08.23 집중투표의무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95

08.26 상법개정안은 경제민주화에 옳은 방향인가

김지환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096

08.28 전세문제⋯ 전세를 포기해야 해결할 수 있어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
연구실장

097

08.30 최근 복지논쟁에 관하여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098

09.02

099

09.04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를 앞둔 신흥국 금융위기

송정석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
학부 교수

100

09.06 가계부채 감축정책,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장대홍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
금융경제학

101

09.09 기업가정신과 혁신

한현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02

09.11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경제 불안, 강 건너 불일까?

허찬국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103

09.13 유명한 빵집 vs. 동네 빵집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104

09.16 거꾸로 가는 공정거래법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

105

09.23 노령화 시대의 세계 뮤추얼 펀드산업

김세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06

09.25 창조경제와 보건의료체계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07

09.27

108

09.30 쌀 관세화 이행 불가피하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09

10.02 통상임금 관련 노사 간 합의는 존중되어야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
실장

110

10.04 가장 시급한 교육인플레이션 해소도 자유시장 논리로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교육학

111

10.07 저성장의 원인과 국가경쟁력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112

10.11 ‘빚더미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해법이다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 경제학

113

10.14 자본가-기업가-경영자 소득의 의미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14

10.16 복지구조조정 지금부터 시작해야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15

10.18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불법행위에 있어서 보상과 억제의 문제

대기업 수익성 악화 및 경쟁력 약화에 대응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오정일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98

날짜

내용

199

필진

116

10.21 야경국가라도 바란다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17

10.23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원칙부터 정하자!

곽관훈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118

10.25 美출구전략,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대비책 마련해야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19

10.28 회사의 채용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사장이 아니라 구매자

손정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
교수

120

10.30 좌우 이념정쟁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121

11.04 종교인에 대한 기타소득 분류, 공평한 과세인가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전 한국회계학회장

122

11.06

123

11.08 협동조합기본법: 또 다른 포퓰리즘의 길을 열다

배진영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124

11.11 외국인 투자촉진 위한 국내 기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5

11.13

126

11.15 빅 소사이어티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정부의 역할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27

11.18 한국경제가 비상할 수 있는 길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28

11.20 한국의 실버시장 확대를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29

11.22 복지국가를 대신할 윤리적 과제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30

11.25

131

11.27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32

11.29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3의 적용을 유예해야

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33

12.02 동양그룹사태에서 드러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

장대홍 한림대학교 금융경제학 명예교수

134

12.04 자유방임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옹호하며

황수연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35

12.09

136

12.11 건설산업, 활력 모색이 절실하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37

12.13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가?

조장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38

12.16 기업가정신이 지대추구로 대체된 한국

오정일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39

12.18 동양사태의 교훈은 금융계열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야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40

12.20 기업의자유와정치권력

이인권 前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1

12.23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에 대한 일고(一考)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42

12.17 유모가 아니라 쓸모가 필요한 시기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43

12.30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버린 경제민주화 정책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방위 교역자유화 시대에 걸맞은 식품안전 정책은 준비되어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있는가

글로벌 전문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해 국제아웃소싱 적극
활용해야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에 관한 소고: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정규석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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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률 제고정책, 기업에게 여성고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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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발간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저자 l 한국경제연구원

이 책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쏟아진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을 예
정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업, 노동, 조세, 복지에 해당
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하여 효과성, 지속 가능성, 재원조달방식, 한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문별 분석을 시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매년 정책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 l 송복(편저)

요즘 시대정신이자 시대의 화두처럼 논의되고 있는 ‘통합’에 관한 책이다. 통합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제 원칙, 국내 통합현상에 대한 정치·경제·사
회학적 분석, 통합 현실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24인의 학자들이 다각도에서 조
명하였다. 지역, 계급, 이념, 세대까지 확산되고 있는 통합의 본질은 적절한 균형이며 국가
주요정책의 실현결과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불통합을 야기하는 정치 표퓰리즘적 주장에
대해 경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사회통합센터 제작, 외부 출판사 북오션 판권 소유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자 l 현진권 외

민간 주도의 자발적 사회통합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한 책이다. 기존 정부정책 중심의 사
회통합, 복지국가라는 이념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민간의 자
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통합이 경제성장, 시장윤리의
준수, 법의 지배 하에 운영되는 자유시장 내에서 자생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임을 전제로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자율적인 사회통합화에 위한 국
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경국 교
수, 신중섭 교수, 현진권 사회통합센터 소장이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200

기업가정신: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조건

201

저자 l 최병일, 황인학(편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더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16인의
칼럼집이다. 이 책은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을 선진국 대열로 끌어올린 원동력 이였던 기업
가정신의 활약상을 살펴보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기업가정신의 중
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와는 달리 혁신과 창의를 핵심으로 하는 오늘날의 기
업가정신은 창조경제의 주요전략인 창조적 파괴와 산업간 융·복합 활성화에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차원 높은 기업가정신의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창조경제 방정식을 기업가정신
으로 풀고자 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성찰과 혜안이 돋보이는 책이다.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

저자 l 현진권(편저)

정부와 정치권에서 과용되고 있는 ‘사회적’이라는 수식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 책
이다. 총론적으로 ‘사회적’이란 용어의 의미를 살펴본 후, ‘책임’과 ‘정의’와 같은 철학적 개
념과 함께 작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인식상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치중립적 경제용
어가 사회적인 수식어와 함께 사용되는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투자’,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약자’ 6개를 선정하여 해당 용어의 의미 왜
곡현상을 비판하였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등 7인 전문가의 다각적인 연구와 고찰을 통해

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저자 l 복거일(편저)

21명의 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역정, 즉 의식적으로 자유주의를 따르게 된 계기
에 대하여 진솔하고 담백하게 써내려간 수필 모음집이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같이 경
제적 자유주의에 이념적 바탕을 둔 우리나라에서 자신을 자유주의자라 규정하는 이들은
소수라는 점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책 곳곳에 시장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로서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험난한 길을 선택한 21인의 열정과 성취
감이 배여 있다. 자유주의에 찬성하면서도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어려
운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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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SSEZ EVOLUER: The Naturalness of Capitalism
저자 l 복거일

In recent years the notion that capitalism is efficient but unjust is wide spread.
Moreover the animosity against capitalism and economic liberalism is too grave
a threat to our welfare and freedom. This book is an attempt to show that
capitalism is natural and just and, indeed, its efficiency follows from its
naturalness and justness. Geoil Bok, the author of this book, have endeavored
to augment the already well propounded arguments of eminent liberal thinkers
with some new insights from evolutionary biology and attempted to delineate the
grammar of social organization that makes capitalism natural.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저자 l 한국경제연구원

박근혜 정부가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한국경제연구원內
「창조경제연구단」이 제시한 연구보고서이다. 이 책은 신제도론적(new institutional
economics)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창조경제의 근간으로 기업가정신
을 제시하면서 국제비교를 통해 취약한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설명하였다. 또한 ‘창의와
혁신’, ‘개방과 융·복합’, ‘도전과 인정’ 세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들
을 기술하고 있다.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A~Z를 담은 본 연구서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중
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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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아카데미아

현진권 l 사회통합센터 소장

● 연구배경 및 목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의 근본 틀로 하는 한국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왜
곡과 폄훼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는 부정확하고 그릇된 정보들이
많음에도 이를 바로잡을 콘텐츠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활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세대인
청년층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정보습득이 편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강좌를 실시하여 올바른 이념과 가
치관을 공유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자 한다.

대학생 및 일반시민들에게 자유주의
와 시장경제 이념을 쉽고 빠르게 전파
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한국경제연

●강의주제 및 강사

구원 홈페이지 ‘KERI 아카데미아’를
통해 동영상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경
제분야 이외에 세금, 자유주의 철학,
역사, 영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 팟캐스트 ‘정규재 TV’
를 통해서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시장경제 |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
자유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민경국 강원대학교 교수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적 접근 | 신중섭 강원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역사 |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
영화·문화지형에서의 이념구도 | 조희문 인하대학교 교수
세금 |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 평가
‘KERI 아카데미아’는 연구결과의 전달에 있어 기존 활자매체에서 벗어나 동영상을
택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내용을 구
성하였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에 있어 양적, 질적으로 열세에 있던 자유주의, 우파 진
영에 새로운 아카이브를 구축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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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서비스사업

● 사업의 목적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
회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발전에 따른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
를 수용하고, 정보 콘텐츠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통해 온라인 지식정보의 허브
로 자리매김하여 명실상부 ‘자유시장경제를 대표하는 Data Bank’로서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효
율적인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온
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 서비스는 연구발간물을 게재하
는 ‘연구자료’ 부문, 다양한 이슈에 대
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
보를 제공하는 ‘이슈 분석’ 부문, 경제
를 제공하는 ‘KERI DB’ 부문 등으로 구
성·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서비스, 정보의 구조화 및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www.keri.org)의 주요 콘텐
츠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료’ 부문은 ‘연구보고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규제연구지’, ‘세미나 자료’
등 본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이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여 능동적인 기업경영전략
수립, 최근 경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슈분석’ 부문에서는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잡는 ‘KERI Facts’, 국제 금융시장
및 주요국 재정의 현황과 전망자료인 ‘KERI 모니터링’,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제·개정

PART 4 자유주의 확산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다

동향 및 3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보

●사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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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칼럼·도서발간·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법률(안)을 소개하는 ‘KERI 정책동향’을 비롯하여,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정
책적 제안을 담은 ‘KERI 브리프’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
하는 ‘KERI 칼럼’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의 구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KERI DB’ 부문은 최근 경제동향 및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전망 데이터를 제공
하는 ‘경제동향과 전망’ 코너와 우리나라 상위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연도별 순위, 경제성과 추이,
영위업종 및 계열기업수, 기업공개 현황 등의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DB가 구
축되어 있다.
또한 본원 회원사 임직원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
견을 나누기 위해 매월 조찬형식으로 진행되는 ‘KERI 포럼’을 동영상으로 제작, 온라인상에서도 접
할 수 있게 하여 멀티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에 대
한 알기 쉬운 영상강좌인 ‘KERI 아카데미아’가 새롭게 구축되어 시장경제, 자유주의, 정책어젠다, 문
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경제·경영 관련 도서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게재하는 ‘KERI 서평’과 본원 연구진과 각계
전문가들과의 학술적 교류 및 연구지원을 위한 모임인 각종 연구회의 발표자료를 게재하는 ‘지식네
트워크’ 부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양질의 정보를 회원 개개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메일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주 3회 발송되는 ‘KERI 칼럼’과 ‘KERI 브리프’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안내 및 주요 콘
텐츠를 종합·정리한 KERI Mailzine 등 한 해 동안 총 288회의 뉴스레터를 발송하였다.
본 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이와 같은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수행
해 왔으며 그 결과, 2003년 2월 회원제 사이트로 개편한 이래 현재 회원수가 7만 명이 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 10월부터 모바일 웹(m.keri.org)을 통해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
들에게 본원의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

com/keri_org)를 통해서도 정보의 유통과 회원들과의 소통이 활성화되어 열린 지식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는 KERI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시장경제 철학을 전
파하는 유용한 기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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